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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 은 주

지도교수  백      진

본 논문은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생성 양상을 살펴보고 합리적 건축 생산과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과 수용 및 노후화 등으로 교정시설의 신축 및 이

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교정시설 수용 여부에 관한 

갈등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교정시설의 신축 및 이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은 사업 지연 및 중단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합리적인 건축 생산과정의 필요성을 전제로 시작하 다.

최근 신축된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해 도출되는 사회적 주창은 공공성의 증

진이다. 막대한 규모의 대민시설 즉, 문화, 복지, 편의, 체육시설 그리고 심지어 

판매시설과 같은 다양한 대민복지시설이 설치·운 됨으로써 교정시설의 많은 

면적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이는 현대적 교정이념과 지역사회의 발

전상에 맞는 ‘열린 공간, 열린 교정’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교정시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교정시설은 보안성과 공공성이라는 시설의 양면화로 

인해 이러한 사회적 환원이 사실상 양적으로 더해지는 각종 프로그램의 증가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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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시점에서 한번 지어지면 50년 이상 사용

하게 되는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시 생산 조건 및 과정이 신중한지, 과연 지자체 

혹은  국가가  설정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건립  과정이  합리적인지,  생산과정을 

잘 계획함으로써 사용자와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건축 생산의 장에 반 할 

수는 없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건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

엇인지 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국내 교정시설의 사례 선정은 교정시설 부지선정 시 

지역사회의 반응 차이에 따라 세 그룹으로 구분하 다. 

Group  A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중

단되고 있는 경우로, 현재 국내 가장 오래된 교도소로 신축이 시급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로 새로운 부지에 신축이냐 현 부지에 재건축이냐로 사업이 10년 이

상 지연·중단된 안양교도소가 선정되었다.

Group B는 지역사회와 갈등을 다양한 방법의 의사소통을 통해 조정 후 사

업이 진행된 경우로, 신축·이전 과정에서 시설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으로

써 꾸준한 협의를 통해 갈등을 잘 조정하고 완공 이후에도 지역사회와 관계를 

꾸준히 잘 맺고 있는 남부교정시설(교도소와 구치소)이 선정되었다.

Group C는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교정시설 유치를 희망하여 초기 갈등

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공사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생기게 된 사례로 

2020년 말 완공 예정인 대구교도소가 선정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위하여 그룹별 대표 사례로 선정된 교정시설의  건

축 생산 단계별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및 내용, 이해관계자 간의 참여 및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이러한 갈등 해결 방법과 과정의 차이에 따른 지역사회

와 교정시설 공공 역에의 향 등을 분석하 다. 사례 분석에서 다층적 이해관

계자 및 참여 주체들의 참여 시점과 참여 방법 그리고 참여의 지속성 등 (의사소

통의 장)이 이전계획 및 부지선정, 기본구상 및 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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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완공 및 사용 단계 (건축 생산의 장)에 거쳐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관

계의 차이 발생 상황을 확인하 다. 이는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공공갈등 해결

을 위해 의사소통 방식 개선과 건축 생산과정의 재설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

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교정시설의 건축 생산과정의 재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를 위해 우선 교정시설 건축 생

산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할 사항에 맞춰 교정시설 건축 기준의 

도입 필요성을 검증하고, 교정시설 조성체계와 조성업무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

여 교정시설의 합리적 건축 생산의 장을 위한 건축가의 역할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의사소통 방식 개선 및 건축 생산과정을 재설정하 다.

주요어 : 교정시설, 공공갈등, 의사소통, 건축 생산의 장, 중재적 건축가
학   번 : 2013-3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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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대상 및 분석 방법

1.3 선행연구고찰

1.4 연구의 흐름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

은 수준 으로 과 화의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다. 2018년, 전국 교정시설의 정원1

은 4만 7,000여 명으로 이중 수용 정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민  교도소를 제외한 

전체 52개 시설 중 46개로 전체의 88.0%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헌법재판소2

는 교정시설의 과 수용으로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결정하고 교정

시설의 과 수용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법적 

과 수용 해소 시기를 7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까지 최소 7개소의 신축을 

요구 하 다.3

 파이낸셜뉴스, “한국 교정시설 과 수용 심각..수용률 OECD 2위”, 2017.08.17, URL: http://1

www.fnnews.com/news/201708171002559014

 2018년 4월 말 기준, 법무부 제공2

 법률신문뉴스,  “[판결]’교정시설  과 수용’ 또  국가  배상판결”,  2018.06.28,  URL:https://3

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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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 국내 교정시설의 건축 경과 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80년대 이전에 건축된 시설이 25개 기관으로 전체 약 48%, 90년대 이

전에 건축된 시설은 9개 기관으로 전체 약 17%, 2000년대 이후 신축된 시설은 18

개 기관으로 이 중 2010년 이후 신축된 시설

이  10개  기관이다. 즉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시설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

한 시설들은 냉·난방 시설이 미비하고, 화장

실·욕실 등 생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건

물 자체도 미관상 좋지 않으며 신축 교정시

설과는  달리  교육실이나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대 교정이념

이  반 된  시설의  확충은  불가피한  상황이

다.

이처럼 교정시설의 신축 및 이전 사업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도하에 중

장기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교정시설은 과 수용 및 시

설 노후화로 인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교정시설은 국가적으로 필요

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그 설립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비선호 시설

로 신축 및 이전 사업 추진 시 심각한 입지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그동안 교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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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국내 교정시설 건축 기한

[표1-1]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 현황 (2018년 4월말 기준, 법무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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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내가 사는 지역에 입지 할 경우 주민들의 반대가 없었던 사례는 거의 없으

며, 지역사회는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립 또는 긴

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일반 국민의 교정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

고 접근성과 이해도 또한 매우 낮아 교정시설의 입지 선정 시 지역주민과의 갈

등은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주된 요인 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교정4

이념에 적합한 교정시설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교정시설의 신축 및 이

전 과정에서 부지 선정 시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 마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전제로 시작하 다.

과거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생활이 권력에 의해 제한되고 통제되는 장소로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잃은 채 감시받고 통제 되는 공간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5

만 시대에 따라 교정시설에 대한 개념 및 인식이 변화하며 새로 지어지는 교정

시설은 과거의 폐쇄적인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새로운 공공시설로

의 접근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 내에 범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교정시설은 사회와 분리되어 홀로 존재하는 시설이 아

닌 사회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Farrington 1923:23).  따라서 교정시설6

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사회를 위한 공공시설’로 이해되어야 하며 동

시에 사회 적응에 실패한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교육을 통해 치료하는 ‘사람을 

위한 교정시설’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범죄자를 수용하기 위한 건축물이 아닌 

교정직원과 방문자 그리고 지역주민의 공간 향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

대 교정시설의 대전제는 시민의 안전과 보안을 바탕으로 공공의 시설로서 갖게 

되는 공공성에 있으며 이는 ‘시민의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교정시

설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김민  외 2, “교정보호시설의 입지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4

pp.91-92, 111

 Boin, A., James, O. and Lodge, M., New Public Management and Political Control: Comparing 5

three European correctional systems, Autonomization of the State: From integrated administrative 
models to single purpose organizations, Stanford University, 2005

 Farrington K., “The modern prison as total institution? Public perception versus objective reality”, 6

Crime & Delinquency, 38(1), 1992, pp.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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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축된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해 도출되는 사회적 주창은 공공성 증진

이다.  교정시설은 사회에 환원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며 7

이러한 의식 변화의 확산에 따라 최근에는 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그리고 교

육 시설 등 시설의 일부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하고 있으며, 더불어 8

시설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진

행되고 있다. 이같은 공간적 패러다임 변화는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 참

여를 강조하며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제도 및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주

민 친화적인 시설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교정시설은 물리적 환경 변화에 치중하다 보니 지역 여건과 특성을 무시한 채 

사실상 양적으로 더해지는 각종 프로그램의 증가에 머물고  있다. 이는 교정시9

설의 외형적인 디자인 수준 향상과 프로그램 증가 수준에 국한되어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 공간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새로 신축되고 있는 대

부분의 교정시설은 여전히 정부 주도의 관료적 행태 를 보임에 따라 또 다른 유10

형의 갈등을 양산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 ︎들은 교정시설의 디자인 변화와 양적 증가에

만 치중한 나머지 초기 구상단계에서부터 전문가 도입에 대한 인식이나 문제점

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  또한  미흡함에  원인이  있

다.11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번 지어지면 50년 이상 사용하게 되는 교

정시설의 신축 및 이전 시 복잡한 건축 생산과정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

 성현창, “교정에 있어서의 공공성”, 『교정담론』제7권 1호, 2013, p.1057

 송 삼, “교정시설의 신축・이전과 지역사회 상생방안”, 『교정연구』제26권 제3호, 2016, 8

p.121

 박은주, 백진, “주민편의시설 수용을 통한 교정시설 입지갈등 해결에 관한 연구: 서울남부교9

정시설 사례를 중심으로”,『한국도시설계학회』제19권 제6호, 2018, pp.58-60

 유병철, “지역사회의 교정시설 기피현상과 그 극복방안에 간한 연구”, 『교정연구』제26권 10

제3호, 2016, p.87 

 이상대, “기피시설 설치와 입지갈등의 해결”,『경기연구원』, 2015,  pp.3, 1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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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 정부 혹은 지자체가 설정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조성 과정이 적절한

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생산과정을 잘 설정함으로써 사용자와 지역주민의 목소

리에 귀 기울여,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건축 생산의 장에 반 할 수는 없

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

인지 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시설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기초 연구 단계로 결과 중

심의 전통적 공공성에서, 과정 중심의 현대적 공공성으로의 공공성 개념의 변화

를 전제로 교정시설 건축 생산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정시설의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필요충분 요소를 도출하여 교정시설의 미래 지향적인 건축 생산과

정의 재정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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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정시설은  시설의  노후화와  과 수용 

등으로 인한 수용 환경의 개선을 위해 신축 사례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지만, 

지역사회의 교정시설 수용 여부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교정시설이 우리 사

회 어딘가에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

는 안 되고 다른 지역에 입지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서 이기적이라고만 할 수 없

으며 이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교정시설의 이념과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정시설은 여전히 폐쇄적이

며, 주민의 생활과 착되지 못하고 비선호 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지역사회12

와의 관계 회복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인지하고 있으나 교정시설이 어떻게 지역

사회 내에서 생활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 설정은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신축 예정이었던 교정시설들이 조성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

등만 남긴 채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발생의 기저에는 사

업을 주도하는 공공이 참여 주체인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의 목표

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조성 과정에서 참여 주체 간의 의견을 

적절히 반 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비선호 시설의 입지갈등 문제는 주로 이13

해당사자의 참여 배제에서 기인하여 왔는데 교정시설은 그 입지를 선정하면서 

정책 결정자와 지역사회 사이의 갈등이 격렬하게 발생 할 수 있는바, 이해관계

자 간 참여적 의사소통 방식을 실현하는 건축 생산과정은 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다층적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은 공공갈등 해결과 후

에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는데도 유효하다. 따라서 교정시설과 같은 비선호 시설

 김민  외 2, op. cit., pp.169-17012

 김민  외 2, op. cit., p.111, pp.147-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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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14

이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

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에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으로 공공성 구

축과 다층적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에 주목하고, 교정시설에 나타난 쟁점과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분석하여 향후 보다 합리적

인 의사소통을 통해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해 건축 생산과정을 

재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기존의 단편적인 해결점을 찾았던 연구에서 벗

어나 건축 생산과정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성, 의사소통 방식, 참여 

시점, 역할 등의 지표를 통해 해법을 찾고 건축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 일

차적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정시설의 건축 생산과정을 불합리한 구조를 분석하

여 다층적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적 요건들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교정시설 조성을 통해 

추구해야 하는 가치들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구축해 내는 것이 아닌, 시설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공간을 생산해 낼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정시

설에 대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아래의 세 가지 가설이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

을 구축한다.

 교정시설과 지역의 공생 문제에 관하여 연구하는 일본의 카미세 유미꼬(上瀬 由美子) 심리14

학부 교수는 “교정시설과 고정관념(stereotype) - 이미지 변용을 향해” 에서 교정시설에 대한 
주민의식의 변화 요인 중 하나로 ‘소통’의 중요성을 꼽았다. 유미꼬 교수에 의하면 교정시설
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에는 공고나 언론을 통하여 시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1) 간접적 소
통과 시설 견학이나 교정 시설 참관 그리고 식당과 체육관 등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경험할 기
회를 가지는 2) 직접적 소통으로 나누고 있다. 특히, 교정시설과 직접적 소통을 경험한 주민일
수록 시설에 대한 불안감과 저항감이 낮고 이는 시설의 사회 공헌 의식과 지역 활성화를 긍정
적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한다. 上瀬 由美子, 矯正施設とステレオタイプ : イメージの変容に
向けて,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Stereotypes: Transforming their Image), 『刑政』 Vol. 127 
No.6, 교정협회 역, 2016,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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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설에 대한 개념 및 인식이 변화하며 건축적 발전

도  이루어졌지만,  교정시설에서  폐쇄성은  필연적이고  권력  행사  또한  예외일 

수 없다.

2. 교정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은 이미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방향성

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교정시설의 현대적 주창인 공

공성을 놓고 더욱 다차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교정시설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다층적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특성을 이해하고 갈등을 중재할 

의사소통 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설 설정은 합리적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공공갈등 해결방안을 위

해, 어떠한 요인이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었으며 의사소통 방식 개선을 

통한 건축 생산과정의 재설정이 건축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주요한  요소이다.  이는  다층적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건축이 어떻게 더 원활하게 생산과정을 작동시킬 수 있을지, 공공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의사소통과 참여가 바람

직한지를 파악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성에 근거한 교정시설의 개념 변화와 사회적 환원으로서 교정시설

의 역할 재정립

2. 교정시설의 개념 및 역할 재정립에 따른 교정시설의 조성 실태 및 한계, 

생산과정에서의 문제적 구조 파악

3. 교정시설의 공공시설로 조성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중재자를 통한 건축 

생산과정 재구성을 위한 플랫폼 제시

이러한 목표설정을 바탕으로,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공공갈등 해결을 위

한 방안을 건축 생산과정에서 마련하여 갈등 해소를 쉽게 해주기 위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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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생산의 장’의 조건을 재설정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이해관

계자 간의 의사소통 방식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 시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

을 중재할 건축 전문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중재적 건축가의 역할과 필요조건

을 설정한다. 건축 생산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 개선을 통해 교정시설

과 지역주민의 관계를 중재하며 함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만들고 이끌어 가는 지

침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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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 및 분석 방법

1.2.1 연구의 대상

(1)사례 선정 기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신축 및 이전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

면,  동부구치소(2016),  광주교도소(2015),  상주교도소·정읍교도소·장흥교도소

(2014),  서울  남부교정시설(2011)  그리고  월교도소· 양구치소·해남교도소

(2009) 등 12개 기관이 신축 및 이전이 완료되었다. 

(2019년 1월 기준) 교정시설의 신축 및 이전사업이 추진 중인 사례는 신축

사업으로 속초교도소와 거창구치소(중단), 신축·이전사업으로 안양교도소(재건

축), 창원교도소, 대구교도소, 전주교도소, 부산구치소, 원주교도소 등이 추진되

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사회 반대로 연기 및 중단되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 신축 및 이전된 시설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사례를 기관

별로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표1-2] 최근 10년 이내 신축 및 이전 된 시설

기관명 소재지 완공 부지규모
(m2)

사업비
(억원)

구분 비
고

갈
등

주민개
방시설

1
화성직업훈련
교도소

경기 화
성시 2008 160,163 664 신축

부
지
정
산

B ○

2 월교도소 강원 
월군 2009 135,680 388 신축

부
지
정
산

B △

3 양구치소 경남 
양시 2009 137,680 387 신축

부
지
정
산

B ✕

4 해남교도소 전남 해
남군 2009 99,022 384 신축

부
지
정
산

B △

5

서울남부구치
소 서울 구

로구 2011 100,652 4,557
비예
산사
업

교
환
사
업

B ○
서울남부교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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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주교도소 경북 상
주시 2014 212,421 446 신축

부
지
정
산

B ○

7 정읍교도소 전북 정
읍시 2014 150,714 476 신축

부
지
정
산

B △

8 장흥교도소 전남 장
흥군 2014 162,879 405 신축

부
지
정
산

B ○

9 광주교도소 광주 북
구 2015 287,238 1,113 신축

부
지
정
산

B ○

10 동부구치소 서울 송
파구 2016 38,347 1,735

비예
산사
업

교
환
사
업

B’ ○

11 속초교도소 강원 속
초시

공사중
단 141,543 695 신축

부
지
정
산

C -

12 거창구치소 경남 거
창군

공사중
단 160,818 748 신축

부
지
정
산

A -

13 안양교도소 경기 안
양시

미정 388,623 1,295
재건
축

재
건
축

A -

14 부산교도소 부산 강
서구

추진중 209,924 1,939 신축·
이전

재
건
축

B -

15 창원교도소 경남 창
원시

2024년 
이전 
예정
(설계
중단)

229,000 1,285 신축·
이전

재
건
축

A -

16 대구교도소 대구 달
성구

2020년 
말 예
정- 공
사진행
중

280,572 1,803 신축·
이전

재
건
축

C -

17 전주교도소 전북 전
주시

이전진
행중 284,423 1,475 신축·

이전

재
건
축

A -

18 부산구치소 부산 사
상구

미정 198,400 1,640 신축·
이전

재
건
축

A -

19 원주교도소 강원 원
주시

2020년 
이전예
정

(공사
중단)

180,000 1,078 신축·
이전

재
건
축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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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선정 기준의 조건을 정리하면, 

① 최근 10년 이내에 신축 및 이전(예정 포함)된 시설 가운데

②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갈등의 유형을 분류하고

③ 입지선정 배경과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결 방안의 차이에 따라 다시 분

류하 다.

Group  A는 지역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중

단되고 있는 경우로, 

1) 현재 국내 가장 오래된 교도소로 신축이 시급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새로운 부지에 신축이냐 현 부지에 재건축이냐로 사업이 10년간 지연된 안양교

도소가 선정되었다.

 Group B는 지역사회와 갈등 조정 후 사업이 진행된 경우로,

2) 신축· 이전 과정에서 시설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협의 잘 

조정하고 완공 이후 지역사회와 관계 맺음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남부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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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는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교정시설 유치를 희망한 사례로

3)  2020년 말, 완공 예정인 대구교도소

이렇게 3개의 시설을 사례로 선정하 다. 이는 국내 교정시설의 신축·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가능성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 다. 선정

된 사례의 개요는 [표1-3]과 같다.

[ 표1-3] 사례의 개요

Group A 

지역사회 반대

Group B 

지역사회 갈등 조정

Group C 

지역사회 적극 협조

1) 안양교도소 2) 남부교정시설 3) 대구교도소

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
구 경수대로 508번길 

20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272

대구 광역시 달성군 하
빈면 감문2리 833번지 

일대

사
업
개
요

준공일 1963.07.30 2011.09.15 2020.10. 완공 예정

경과연수 56년 8년 -

면적(m2) 370,634
229,192(교도소+구치

소) 280,572

선정배경 현재 국내 가장 오래
된 교도소 주민과의 교류 활발 지역사회 적극 유치

입지선정방식

1) 이전: 대체부지선
정

2) 재건축: 종전부지 
활용

국유재산교환방식
(구로구-구로구)

국가예산사업

사업비 1,295억 (재건축 시) 4,577억원 1,445억

부지선정 - 2003.06 2008.06

시설
결정
기간

기본조사설계
등 - 2003.10-2004.03(5개월) 2009. 06.- 2010.10. 

(1년 5월)
GB관리계획변

경 - 2004.11-2005.05(7개월) 2010.10.-2011. 09. 
(1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

2004.07-2005.08(13개
월)

2010. 02.-2012.01. 
(2년)

- 20개월 31개월
부지매입 - 2012. -2014.

설계
및 공
사기
간

사업시행자선
전 등 -

2005.08-2009.12(40개
월) -

기본 및 실시설
계 - 2008.09-2009.05(8개월) 2013. -2014.

신축공사 -
2009.09-2011.09(24개

월)
2014. -2017.

감정평가교환 - 2011.10-2011-01(2개월) -

소계 - 6년4개월 -
총 기간 - 8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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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분석 방법

각 그룹별 대표 사례로 선정된 교정시설 생산과정에서의 단계별 이해관계

자 간 의사소통 방식을 

1) 신축 및 이전 사업 배경 및 갈등 전개 과정

2) 사업추진 과정에 따른 단계별 다층적 이해관계자들의 상호관계와 이들

의 갈등 협의 내용과 조정 과정 및 갈등 구조 분석

3) 공공성 구축을 위해 각 시설이 지역사회와의 경계를 역 및 사용자에 

따라 공간 구조의 변화 등을 통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통해 분석하 다. 

갈등단계를 나누고 단계별로 이루어진 의사소통 형태를 건축 생산과정과 

이와  관련된  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건축  생산과정의  단계별  분석은 

각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내용과 방식이 갈등 발생 및 해결에 어

떻게 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 다.

구체적인 건축 생산과정의 의사소통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결과물의 만족

도가 높은 Group B 사례의 건축 생산과정 단계별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사업 단

계별 관련 주체들의 관계,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갈등 해결 방안 등이 

교정시설 건축 생산과정에 어떠한 향을 주고받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다층

적 이해관계자 및 참여 주체들의 프로젝트 참여 시점, 참여 방법, 참여의 지속성

과 생산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물리적인 변화 등을 건축 생산의 장(기본구상 및 

계획단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완공단계를 거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및 입장과 생산단계별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

통과 그에 따른 건축가의 역할의 사사점을 도출하 다. 교정시설의 합리적 건

축 생산의 장을 위한 중재적 건축가 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단계로 외국 교

정시설 건축설계 기준과 건축 생산과정 단계별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방식 

분석을 통해 국내 교정시설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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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의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이용하는 구체적인 자료 및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문헌 고찰

국가 및 관련 기관에서 연구한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에 대한 문헌 조사를 

하고, 사례조사에 사용한 다수의 문헌 자료는 계획의 공식적 중심에 있었던 법

무부 교정기획과에서 보유한 보고서와 회의 결과 보고서 등 내부문서를 포함한 

각종 자료를 참고하 다. 

(2) 언론 기사 조사

사례분석의 객관성 검증을 위해 관련 뉴스 기사를 검토하 다. 먼저 언론 

기사 자료는 한국언론재단 웹사이트(http://www.kinds.or.kr)에서 교도소, 교정시

설, 지역주민, 이전, 입지갈등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보도자료를 확보하 다. 

검색 결과 교정시설 관련 최초의 기사는 1986년에 1건을 시작으로 2019년 10월 

05일까지 6,804건이 조사 되었으며 이 중 단순히 교도소라는 단어만 언급된 기

사,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벗어난 기사 등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분석 틀에 입각

해 자료 분석에 적합한 기사만을 분석에 사용하 다.

(3) 시설 답사 및 전문가 면담

다음으로 본 연구 사례 기관에 근무하거나 시설 조성과정에 관련된 관계자

들에 대해 1~2차에 걸쳐 심층 인터뷰를 하 다. 인터뷰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문헌 조사로 확인이 어려운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신뢰 형성이나 상호 이해

증진 측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이다. 둘째, 법무부 시설과 담당자 면담을 통해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 과정 및 건축 생산과정 그리고 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 다. 확보한 자료와 언론 기사의 객관성 검증,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분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내 사례분

석은 국내 문헌을 참고하고 더불어 연구자가 직접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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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자 인터뷰를 하 다. 현장 답사와  일선기관 전문가 면담

을 통해 사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다. 해외사례는 

연구자가 참여한 법무부 연구 용역과제  수행 중 방문하 던 일본 시설 답사(일15

본 법무성, 동경구치소, 후추형무소, 키츠레가와 사회복귀촉진센터)와 법무성으

로부터 받은 자료, 그리고 법무성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 다. 또한 법무

부 교정기획과로부터 받은 내부자료를 분석하 다.

(4) 설계사무소 인터뷰

동부구치소와  남부교정시설  설계를  담당한  설계사무실의  소장님과  이사

님의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교정시설 설계의 어려움과 관계자들과의 의사소

통 방식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 다.

(5) 지역주민 인터뷰 및 설문조사

사례로 선정된 교정시설 지역주민의 인터뷰를 통해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교정시설과의 소통 관계 파악을 하 고, 설문조사를 통해 교정시설 지역

사회 입지 후 시설에 대한 이미지 변화와 시설이용 만족도 등을 파악하 다. 

 백진 외 3, “국내 교정시설의 건축 프로세스 개선 방안”, 『법무부』, 2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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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연구고찰

최근 10년 이내 연구된 교정시설에 관한 건축·도시학적 관점의 연구 논문

을 살펴보면, 교정철학의 패러다임에 따른 건축적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

련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정시설 건축에 관한 연구는 국내 관련자

료 및 전문가 부족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이다. 최근 들어서야 교정

시설 건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보안 시설

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여전히 시설의 내부 접근 및 도면 확보가 어려워 연구

가 활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1)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연구 부족

박은주(2018)는 ‘주민편의시설 수용을 통한 교정시설 입지 갈등 해결에 관

한 연구: 서울남부교정시설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교정시설의 입지 갈

등  방안으로  주민편의시설  수용을  통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 다.  김동욱

(2008)은 ‘도심 교정시설 내 재소자와 주민 간의 경계 해체를 위한 공간적 해결 

제안: 등포 교도소를 중심으로’라는 연구주제로 교정시설의 문제점들을 파악

하고 있지만, 현황 분석과 문제점 파악에 국한되어있다.

[표1-4] 교정시설과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년도 저자 논문제목 출처 키워드

교정시설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2018 박은주 
백진

주민편의시설 수용을 통한 교정시설 입
지 갈등 해결에 관한 연구- 서울남부교정
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
회, 제 19권 제 6호

교정시설, 비선호
시설, 입지갈등 , 
지역사회, 교류

2008 김동욱
도심 교정시설 내 재소자와 주민간의 경
계 해체를 위한 공간적 해결 제안: 등포 
교도소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건축
학과, 석사논문

교정시설 , 도시
화, 소통, 경계, 공
공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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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축 교정시설에 대한 건축계획 방향 제시 부족

박은주 외 3인 (2017)은 ‘국내 교정시설의 건축프로세스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내 교정시설의 건축프로세스를 살펴보고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프로

세스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그 해결책을 교정시설 내부에 국한

된 개선방안 제안함으로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

하 다. 천제홍(2011)은 ‘교정시설 시설관리자의 운 상 요구사항 도출 및 중요

도 분석’에서 수용자에 대한 관리 및 보안을 중심적으로 연구하며 건축가의 경

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정시설의 건축 계획상 문제점을 제기하

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시설관리자의 운 상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한 개

선점과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한 교정시설의 설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

으나, 기존 교정시설의 개선 방향에 한정되어있고 향후 신축되는 교정시설에 

적용될 새로운 설계 개선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 또한, 고현승(2008)은 ‘교정시설 설계단계의 주요 고려사항 도출 및 우선순

위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교정시설의 설계단계에서 반 해야 할 주요 고려사항

을 사용자 관점에서 분석하 고, 분석 항목들을 비교함으로써 우선순위를 도출

하는 연구를 하 다. 교정시설의 설계단계에 고려해야 할 기초 자료를 제공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교정직원을 대상으로 연구범위가 한정되어 수

용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표1-5] 교정시설 건축 계획에 관한 선행연구

년도 저자 논문제목 출처 키워드

교정시설 건축 계획

2018 임기택 도심복합형 구치소의 검찰, 행정복합 건
축계획 연구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
계), Vol.9 No.1

CPTED ; 교정시
설 ; 구치소 ; 법조
타운 ; 도심복합
형

2018 이연미

교정시설 수용거실 및 커뮤니티 공간의 
치유환경 조성을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10년 이내 신축된 국내 교정시
설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건축
대학원, 석사논문

교정시설, 치유환
경, 교정이념, 교
정시설 설계 가이
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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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선호 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교정시설 분야 연구 부족16

비선호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갈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갈등 

요인을 유형화하고 유형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교정시설 신

축 및 이전과 관련한 연구들은 비선호 시설의 입지갈등 측면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 양상에 주목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부의 정책 요구에 

의해 추진된 연구기관의 보고서나 연구자들이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

구가 대부분이다. 사례는 대부분이 원자력 발전소나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등 

위험시설에 국한되어 있으며,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수행

2017 임기택
교정시설의 유연적 CPTED 방법론 연구/
미국 교정시설의 클러스터 유닛을 중심
으로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커뮤니티 
안전과 환경설
계), Vol.8 No.1 

CPTED ; 교정시
설 ; 유연적 방법
론 ; 클러스터 ; 유
닛

2017

박은주 
백진 
이연미 
한상우

국내 교정시설의 건축프로세스 개선방
안 연구

교정연구, 27권, 2
호

교정시설, 건축, 
건축프로세스, 일
본교정시설

2011 천제홍 교정시설 시설관리자의 운 상 요구사
항 도출 및 중요도 분석

중앙대학교, 건축
대학원, 석사논문

교정시설 , 설계 
개선

2010
기하리 
남경숙

치유 환경으로서 교정시설 수용동의 실
내 환경 계획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 논문집, v.19 
n.5(통권 82호)

교정시설 ; 치유
환경 ; 실내환경

2010 임기택 교정시설의 건축적 변화와 유연적 클러
스터화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26권 제4호 통
권 258호 

감시, 통제, 구금
시설, 상업화

2008 고현승
교정시설 설계단계의 주요고려사항 도
출 및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교정시설, 설계, 
델파이, AHP기법

2008 홍 균 
문 삼 교정시설의 건축공간특성 및 개선방안

아시아교정포럼
학술지 교정담론 
제2권 2호

교정시설 , 교도
소, 배치유형, 사
동유형, 수용동, 
보안등급, 건축기
준

년도 저자 논문제목 출처 키워드

 선행연구에서 님비시설, 기피시설, 혐오시설 등 다양한 용어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16

연구에서는 비선호시설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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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비교적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데, 

교정시설 입지 선정에 관한 논의는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갈등과 사회적 비

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논

제로 기존 비선호 시설과는 다른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표1-6]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년도 저자 논문제목 출처 키워드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2019 주희선
서울 행복주택 주변지역의 님비현상 분
석

대한건축학회논
문집 계획계, Vol.
35 No.01 

행복주택 ; 님비
현상 ; 인식조사

2018

이지섭 
김도윤 
이창준 
이정훈 
한승헌

군집분석을 통한 공공 건설사업 갈등 유
형화 연구

한국건설관리학
회 논문집, Vol.19 
No.2

공공 갈등 ; 군집
분석 ; 공공 건설
사업 ; 갈등 관리

2016 정원욱 
김숙진

수도권매립지 입지갈등의 전개/네트워
크 효과로서의 역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 
Vol.51 No.4 

수도권매립지 ; 
입지갈등 ; 역 ; 
네트워크 ; 역사·
지리적 조건

2014 박상호
입지갈등에 있어 시민참여의 역할과 효
과에 관한 연구- 부안 방폐장 입지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갈등해결, 갈등관
리, 갈등단계, 입
지갈등, 시민참
여, 방폐장, 부안, 
공론화

2014

최봉수 
조 은 
강은지 
김용근

혐오시설 공원화에 따른 주민만족도가 
커뮤니티 의식에 미치는 향 연구// 마
루공원(탄천 물 재생센터)을 대상으로

조경연구(한국조
경학회지) , v.42 
n.6 

하수처리시설 ; 
정주의식 ; 소속
감 ; 연대의식 ; 주
민유대

2012
김병조 
정수연

비선호시설로서의 울산시 온산쓰레기매
립장이 주변 토지가격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한
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v.25 n.3

보상정책 ; 비선
호시설 ; 쓰레기
매립장 ; 헤도닉
모형 

2012 김철중 
송명규

도시 비선호시설이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낙인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 노원
구 상계동 주공 7, 9, 10단지를 사례로-

환경 향평가 , v.
21 n.2(2012-04) 

도시비선호시설, 
아파트 가격, 낙
인효과

2012 최화식 비선호시설의 유형별 입지갈등 향요
인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한
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v.25 n.4

비선호시설 ; 입
지갈등 ; 경제적
요인 ; 기술적요
인 ; 정치적요인 ; 
제도적요인 ; 환
경적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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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의 한계는 국내 교정시설 건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비선호 시설인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와 입지갈등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는 전무

한 상황이다. 그동안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갈등에 관한 연구 역은 대부

분 사회복지학 및 심리학적 관점에서 발달해 왔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관계회복을 건축·계획적 차원의 검

증을 수행하고자 한다.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교도소 안에서의 작용으로 제한

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교정의 안과 밖이라는 새로운 틀로 개념이 전환 될 필

요가 있으며 앞으로 교정시설이 공공시설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책적 변

화뿐만 아니라 건축·계획적으로 설계 기준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이 선행연구

와의  차별성이있다.  

2010 김강민 도시 비 선호시설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
복지네트워크 구축

대한부동산학회
지 , v.28, n.
2(2010-12) 

도시시설, 복지네
트워크, 갈등, 갈
등관리

2010 남창우 
최화식

지방정부간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도시행정학
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책세미나

비선호시설, 입지
갈등

2008

이만형 
권혁일 
이중훈 
이미라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에 대한 인과지도 
작성과 유량-저량 모형실험

국토계획, v.43 n.
2(통권 162호) 

입지갈등 ; 비선
호시설 ; 화장장
시설 ; 프로젝트 
지체 ; 시스템 다
이내믹스

년도 저자 논문제목 출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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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크게 5단계의 방법론적 단계를 거친다. 크게 이론적 고찰을 바탕

으로 감시와 통제 공간으로서의 교정시설의 변화와 사회화 과정을 파악한다. 구

체적인 사례조사를 통해 교정시설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구조를 분석하고, 교

정시설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요건을 도출하여 교정시설 조성 시 합리적인 건

축 생산과정의 지향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순차적 진행을 통해 구체화 된다.

□ 교정이념의 변화에 따른 교정시설의 인식 변화

교정시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의 첫 단계로서 감시와 통제의 역사와 공간 

변화와 교정시설의 공간 패러다임 변화를 국내외 선행연구 및 문헌 조사를 통

해 일차적 고찰을 수행한다. 통제공간으로서의 교정시설이 사회화되어가는 과

정을 파악함으로써 교정시설의 딜레마에 따른 사회적 쟁점을 살펴본다. 

□ 교정시설의 공공성 검증

교정시설의 공공성 검증 단계로 관련 법규 및 제도, 조성 절차,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 시점 및 참여 방식 검토를 통해 공공시설로서 교정시설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 기준 분석을 통해 교정시설 조성 

과정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비선호 시설인 교정시설이 공공갈등을 해결

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도출한다.

□ 교정시설 신축·이전 진행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방식 및 현

황 파악

교정시설의 신축 및 이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다층적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공갈등 현상을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입지갈등이 발생하

는 근본적인 요인을 파악한다. 또한, 시설의 특성을 잘 아는 관리자와 전문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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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 및 면담을 하고 시설의 신축 및 이전 진행 과정에서 발

생하는 갈등 및 문제점 그리고 애로사항 등을 사용자 입장에서 파악한다. 

구체적인 사례조사는 국내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부

지 선정 시 갈등의 유발과 해소과정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및 협력 관계

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과 건축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앞으로 교정

시설 신축 및 이전 계획에 필요한 기본 방향 설정과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 건축 생산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방식과 건축가의 역할

Group B 사례의 심층 분석을 통해, 교정시설 부지선정,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 등 일련의 건축 생산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수렴되는 절차의 정당성 등

을 연구 검토한다. 또한, 의사소통 방식과 건축가의 역할 검증을 위해 국외 교정

시설 건축 설계기준과 건축 생산과정 단계별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방식 

및 건축가의 참여 시점 및 방법 그리고 이에 따른 갈등 해결의 차이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합리적 건축 생산을 위한 중재적 건축가 제도 도입

합리적인 건축 생산을 위한 중재적 건축가 제도 도입을 위해 다층적 이해

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개선과 복잡한 교정시설의 이해를 도우며 다양한 요구사

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불필요한 생산과정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교정시설 

조성의 가능성을 도출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내 교정시설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

고 앞으로 공공시설로서 교정시설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중재적 건축가 제도

를 도입하여 의사소통 방식 개선을 통해 교정시설 생산과정을 재설정한다. 이

를 통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그리고 다층적 이해관계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정시설의 공공성 증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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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연구의 흐름



제 2 장  교정시설의 공공성 논의

2.1 교정시설의 사회사

2.2 국내 교정시설의 공공성 검증

2.3 소결: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 중재

할 건축 전문가 필요

흔히 감옥 혹은 교도소라고 불리는 교정시설은 ‘사회와 단절된 공간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로 공공성이 담론의 주제가 되기 어려운 분야

로 인식되기 쉽다. 하지만, 교정시설의 감시 및 통제에 대한 인식은 시대적 흐름

과 교정이념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며, 통치의 거점이자 권위의 상징으로서의 교

정시설의 건립은 지역사회를 통한 교정이념에 맞춰 지역사회에 개방으로 점차 

발전되어 왔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문화시설과 휴게, 주민커뮤니티센터 

등이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되고 있는 양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

임은 교정시설과 공공성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1에서는 교정시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의 첫 단계로서 감시와 통제의 역

사와 사회적 공간화 되어가는 변화 과정을 통제성과 공공성의 관점으로 살펴본

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이 감시와 통제 공간에서 교정이념의 변화에 따라 사회

적 공간으로 재배열 된 상황을 이해하고 통치성과 공공성이라는 교정시설의 딜

레마를 살펴본다. 2.2에서는 공공성 검증을 위한 단계로 국내 교정시설의 건축 

생산과정을 검토해보고 공공갈등으로서 교정시설 입지갈등이 지닌 특성을 살

펴보고, 비선호 시설인 교정시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 생산과정에서의 

필요충분조건을 도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3에서는 교정시설이 공공시설

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을 중재해 줄 건축 전문가

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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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교정시설의 사회사

2.1.1 교정시설의 변용

(1) 감시와 통제 공간

서구의 근대 이전의 감옥은 범죄자를 일반인과 격리히고 한곳에 모아두기 

위한 장소로 죄인의 범죄 행위에 대응한 벌을 가해 고통을 준다는 ‘응보주의(應

報主義, retributive)’ 적 교정이념을 행하는 공간의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형벌 17

개념은 원시시대부터 고대 국가 형성 시까지 그 역사가 깊다. 

15세기 유럽에서는 종교재판이 시작되면

서 다양한 고문의 형태를 발달시켰다. 1450년

부터 1750년에는 마녀사냥의 결과  10만 명 가

까이 사람들이 광장과 같은 공개 공간에서 화

형에 처했다. [그림2-1]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유럽의 왕들

은 절대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도시의 공공공

간을 이용하여 공개처형과 고문을 하여 군중

심리를 이용한 왕의 권력을 과시하 다. 특히 

콜로세움과 같이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에서는  왕에 대한 번역죄를 적용하여 왕의 말

이 곧 법으로 여기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

되었다. [그림2-2] 이런 신체형은 사회를 보호

하기 위해 적절하다는 믿음 때문에 오랜 세월 

지속되었지만 점차 처형의 대상은 신체가 아

니라 범죄자 주체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며 

신체형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바뀌기 

 형벌은 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을 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 사상, 표준국어대사전 참고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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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공개처형 
출처: http://johnianblog.blogspot.com/
2013/03/a-johnian-blog-x.html 

[그림2-2] 콜로세움 
출처:Wikipedia



시작하 다. 또한, 공개처형 공간이었던 광장이나 시장 등이 청결 문제와 같은 

도시문제를 가져와 쇠퇴하며 형벌의 장소는 더이상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폐쇄

적인 장소로 전환하게 되었다.

범죄인의 교화를 목적으로 근대적 의미의 자유형 제도가 처음 나타난 것

은 국의 브라이드웰(Bridewell) 교정원(House of Correction, 1556)이다.  155618

년 설립된 브라이드웰 교정원은 황실의 고궁으로 사용되었던 곳을 빈민자와 부

랑자  그리고 절도범  등을  장기간  가두어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조하여 

범죄자를 처벌하기보다는 노동을 할 수 있는 공

간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용된  초

기 수용시설이다.  [그림 2-3] 이러한 시설의 등19

장은 기존 서구 사회가 갖고 있던 형벌 공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죄인

은 범죄의 크기에 따라 그에 맞는 고통을 주는 

처벌을 받았는데 신체형의 부작용이 부각되기 시작하며 교육과 노동을 통한 개

선과 교화를 목적으로 구금형을 시행하게 되었다. 초기 근대 감옥의 목적은 수

용자를 사회와 격리 시키고 정해진 규율에 따라 범죄자의 행동과 의식을 인위적

으로 통제하고 감시하기 시작했다.

신체형으로부터 구금형으로의 형벌 제도가 변화한 것은 18세기 말부터 인

간과 사회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규율 사회가  시작되었음을 의미20

한다. 신체형의 폐지로 죄수들은 감옥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한편 규칙적인 일

과를 부여받았으며, 감시와 엄격한 시간표에 의해 시간과 공간이 완벽하게 통제

 문 삼, 선진 교정시설의 건축계획 특성과 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의 교도소 건축을 중심으18

로, 『대한건축학회』 22권 9호, 2006, p50 재인용
 정승환, 서구 행형의 역사와 한국의 행형,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2002, p. 19019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 오생근 역, 나남, 2009, p.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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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브라이드웰, 1556 
출처: Wikipedia 



되었다. 이러한 폐쇄적인 장소인 감옥은 대규모 공장형 제도로 변용되었고 형벌

의 성격은 ‘범죄자의 자유를 얼마간의 시간 동안 박탈하는가’ 하는 시간과 공간

의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체계로 정착되었다. 형벌 공간의 변화는 인간사회가 

만든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감시자와 피 감시자의 상하 권력에 의한 감시체

계가 공존하는 사회와 격리된 폐쇄적인 공간 으로 전환되었다.21

유럽에서도 교도소 개량 운동이 전개되기 이전에는 범죄의 유형과 상관없

이 남녀노소가 혼거하는 구조로 이러한 형태는 비인권적임은 물론 죄를 더욱 악

화시키는 구금 환경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적 문제를 개선하고  형벌의 교

정에  있어  인도주의적  철학을  보여준  초기  기관으로는  산  미켈레  감화원 

(Hospice of San Michele)이다. [그림 2-4] 산 미

켈레  감화원은  교정교화의  개념을  체계적으

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교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03년  이탈리아  교

황  클레멘스  11세는  로마의  산  미켈레  병원

(Hospital of St. Michael)의 한쪽에 청소년 범죄

자를 위한 교도소를 건설하 다. 산 미켈레 감

화원은  카를로  폰타노(Karlo Fontano)에  의해 

설계 되었으며, 방사형 교도소의 시초로 건물

은 거대한 5각형 구조로서 8개의 사다리꼴의 사동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계층의 

수용자들을 완전히 분리하여 수용하도록 계획되었다. 이는 연령, 성별, 죄의 종

류별 분류 한 시초로 효율적인 노동 공간과 개선된 의료시설을 갖추는 등 근대 

교도소의 효시로 평가 되었다. 산 미켈레 감화원은 독거실을 최초로 구비하며 

외부로 향한 창을 만드는 등 위생과 환기 시설을 고려한 시설이었다. 이러한 변

화는 건축이 교정의 기능적 역할을 하기 시작하 다는 데 주목할 만하다.  이러22

한 개념은 이후 교정시설 건축 발전에 큰 향을 미치게 되었다. 

 곽동원, “ 등포 교도소도서관 계획안”, 한양대학교 건축대학, 석사논문, 2007, p.1021

 김용준 외1, 교정학, 국시원, 2000, p.77, p.1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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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산 미켈레 감화원(San Michele, 
1703)  

출처:wikipedia 
(http://www.italianwriter.it/

http://www.italianwriter.it/UnknownRome/Guide_to_Unknown_Rome_29_St_Michele_Prison.asp
http://www.italianwriter.it/UnknownRome/Guide_to_Unknown_Rome_29_St_Michele_Prison.asp


방사형  교도소가  당시에  가장  모범적인 

교도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위생적이

며 비인권적인 공간적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

다.  이에  국의  존  하워드(John  Howard, 

1726-1790)는  수년간  국을  비롯해  유럽  각

국의  감옥을  둘러본  후  1777년  ‘감옥  상태론

(The state of prison)’을 통해 당시 감옥 환경의 

폐해를 비판하며 감옥 개량 운동을 주장하

다. 하워드의 ‘이상적 교도소’ 의 배치는 대부

분의 수용실을 독거실로 이는 교회의 참회 사

상을 결합시킨 배치 형태로서, 수용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명상을 통해 과거

를 성찰하고 성경책을 읽게 함으로써 범죄자를  회개시키고자 하 다. [그림 2-

5]

1791년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은 국의 형법 개혁에 적극적으23

로 참여하여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이 결정

되는 법률 개혁을 주장하 다. 그러나 무엇보

다도  가장  주목할  만한  그의  ‘파놉티콘

(Panopticon)’[그림 2-6]은 근대 권력 공간의 대

표적인  원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국

의 교정 위기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안

되었다. 파놉티콘은 감시를 통해 규율을 내면

화하는 장치로서 근대를 걸쳐 사회 전반에 많

은 향을 주었다. 이는 감옥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구금의 장소가 아닌 수용자

 The Rationale of Punishment(1830)에서 형벌의 공리주의적 정당성을 주장하 으며, 쾌락을 23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특성을 형법에 적용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할 수 있
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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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의 
파놉티콘(Panopticon) ,1791 

출처: Wikipedia

[그림 2-5] 하워드의 이상적 교도소 
(Penitentiary), 1789  (1.수용자블럭 2. 옥외
공간 3.교회당 4. 보안경계벽 5.행정동), 

출처:문영삼(2006)



의 교육적 개선과 자아 성찰의 공간으로써 제시된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체제

는 엄격하고 잔혹한 신체형보다 장기징역이 범죄예방효과가 있다는 주장이었

다.

1800년대에는 범죄, 빈곤, 정신 질병이 심

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범죄자, 부랑자 

그리고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기 위한 교도

소,  구빈원,  정신병원과  같은  획일적인  형태

의 대규모 구금시설이 대거 등장한 시기 다. 

이러한 시설들은 일정한 규모의 공간을 폐쇄

적으로 만들고 그 공간을 다시 세분화하여 사

람들을 각각의 개별화된 공간에 재배열 시켜 

기능적으로 관리가 용이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시간 단위로 통제하며 이들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쉬운 공간으로 만들

었다. 이론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에 의하면 감옥은 학교, 병원, 

군대, 공장 등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관한 과학적인 관리체계가 적용되어 예속적

이고 복종적인 인간을 만들어내기 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감시공

간 이라고 비판하 다. 또한, 감옥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감옥과 보호시설, 정24

신병원, 병 , 공장, 학교 사이의 상관성을 규율의 개념에 따라 보여주었다. 

감옥이 감시에 한정되는 공간 구조에 대

한 폐해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으로 감옥 건물 배치의 다양한 시도가 생겨났

다.  전주형  배치는  1840년  프랑스에서  문을 

연  메트래  소년  감화원(Mettray  Colony  for 

Boys)을 시초로 보고 있다. 전주형 배치는  단

 미셸 푸코, op. cit., pp.273-2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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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Mettray Colony for Boy, 1844 
출처: wikipedia 

[그림2-7] Gravure vue d'une salle d'école 
mutuelle  

출처: Wikimedia Commons



어 그대로 전신주의 모양을 연상하면 되는데, 이러한 배치 형태의 특징은 가운

데 일자의 복도 좌우로 긴 통로를 축으로 나란히 방을 배치하여 분류 처우와 보

건위생을 중요시하 다는 점이다. 이렇게 건물을 배열하면 수용동 근처에 작업

장을 두어 감시가 용이하며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38-40년에는  최초로  경계벽을  설치하

지 않고 시설 일부를 벽으로 대신한 자체 폐쇄

형(self-enclosedprison)인  Danbury연방  교정시

설이  세워졌다.  [그림2-9] 1919년에  캠퍼스형 

배치의  Lorton소년원(reformatory at  Lorton)이 

계획되었고, 1933년에는 중정형 배치를 가진 

아티카 교도소가 등장하 다. 이후, 미국을 중

심으로 교정시설은 배치 및 공간 구성에 있어 

고민하고 많은 실험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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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 Federal Correctional Institution, 
Danbury 

출처: gettyimages



국내 교정시설의 역사는 삼국유사, 삼국지 위서 동이전(三國志 魏書 東夷

傳) 기록에서 ‘부여에는 성곽을 만드는데 둥글게 만든다. 옥의 내용도 이와 유사

하다’고 언급된 사실에 근거해 원형옥은 2천 년 이상 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25

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감옥’이라는 용어 이전에 ‘옥(獄)’이는 단어를 사용하 고, 

옥은 원형(圓形)으로 이는 단순히 담장을 둥글게 쌓고 그 안에 죄인을 가두는 곳

이라기보다는 이러한 형태를 통해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고 법을 세워 사회로 되

돌려 보내고자 하는 데에 그 근본적인 의의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 형벌26

이 인본사상과 민본사상에 있었음을 뜻하며 이러한 전통 행형이념은 지금까지 

계승되어 오늘날의 현대 교정이념과도 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재표, “朝鮮時代 人本主義 刑事制度에 관한 硏究”,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2001, pp.39-4025

 김응규(1999), "교정시설의 변천과정과 개선방향”,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p.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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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0] 원형옥 배치도 
출처: 규장각

[그림2-11] 공주원형옥, 1913 
출처:대전지방교정청

[그림2-12] 전통 원형옥에 갇힌 친구를 만나러 온 사대부들의 모습 
출처:대전지방교정청



조선 시대 감옥의 규모, 내부 시설, 수용 정

도를 알 수 있는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정

확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지만, 조선 건국 후 감

옥 제도가 정비되는 것은 세종 임금 때 다. 특

히 세종 8년(1426)에는  죄수의 처우에 관해 특

히  관심을  두어  서울과  지방  감옥의  표준설계 

지침인  「안옥도(獄圖)」를  제작해  죄인을  위

한  옥내  습기방지·환기·보온·방한  시설·남녀  및 

경·중죄인  분리수용시설을  갖추도록  하 다.  27

「추관지(秋官志)」 에 따르면, 18세기 전옥서28

에는 남자 죄수를 수용하는 옥사 9칸, 여자 죄수를 수용하는 옥사 5칸으로 구성

되었다. 「경주읍내전도(慶州邑內全圖)」를 보면, 경주읍성  안쪽 네 구역 가운29

데 서북쪽 방향 논밭 한가운데 ‘獄’ (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옥은 원형 

담장에 남쪽으로 정문이 있고 동서쪽으로는 건물 2채가 마주하고 있다. 

조선에 근대적 의미의 감옥이 생긴 것은 1895년 갑오개혁  이후이다. 갑오30

개혁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환을 맞으며 행형제도 

 임재표, op. cit., p.4127

 조선 정조 5년인 1781년에 박일원(朴一源)이 정조의 명을 받아 형조가 처리했던 모든 논결28

과 율령, 소관 사무들을 모두 모아 정리한 고전 판례집. 총 10권 10책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규
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나무위키

 경주읍성은 고려 초에 축조된 이래 조선시대에 이르러 수차례 증,개축과 함께 임진왜란 때29

에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도시를 개발하고 도로를 개선
한다는 구실아래 성문과 성벽이 철거되고 북부동에 일부만 남아 현재 사적 96호로 지정 보존
되고 있다. 사각형의 읍성은 동서 및 남북을 각각 관통하는 대로(大路)에 의해 4구역으로 나
뉘었다. 현재 명사마을이 들어서 있는 지역에는 양무당(養武堂), 진고당(鎭鼓堂), 감옥(監獄)
등 관청관련시설이 있었으나  근대에 들면서 성벽철거와 함께 이관되거나 폐관이 되었다.

 감옥규칙과 함께 제정된 징역표는 일종의 계급처우 법으로 수형자를 ‘보통자’와 ‘특수기능30

소유자’, ‘노유자’및 ‘부인’의 4종으로 구분하고 다시금 각류에 대하여 5등으로 나누어 명명 
그 등급에 따라 달리하 다. 그 후 1895년 법률 제6호로 징역처단예(懲役處斷例)가 공포되어 
종래의 도형제도(徒刑制度)를 폐지하고 이를 징역으로 개편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로 징역제도가 채용되었다. 명경식, 교도소 제도의 역사적 고찰, 교정협회, 교정 185,199109,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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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3] ‘경주읍내전도’,  
경주읍성 안쪽 네 구역 중 서북쪽에 '獄'(옥)
이라고 해서 감옥 건물이 표시돼 있다 

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s://namu.wiki/w/%EC%A1%B0%EC%84%A0
https://namu.wiki/w/%EC%A0%95%EC%A1%B0(%EC%A1%B0%EC%84%A0)
https://namu.wiki/w/1781%EB%85%84
https://namu.wiki/w/%EB%B0%95%EC%9D%BC%EC%9B%90
https://namu.wiki/w/%ED%98%95%EC%A1%B0
https://namu.wiki/w/%EC%84%9C%EC%9A%B8%EB%8C%80%ED%95%99%EA%B5%90
https://namu.wiki/w/%EA%B7%9C%EC%9E%A5%EA%B0%81
https://namu.wiki/w/%EA%B7%9C%EC%9E%A5%EA%B0%81


또한 변화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의 행형제도가 근대 교정으로의 기반이 다져

가는  시기로,  1894년  한성재판소가  설치되어 

역사상  최초로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구별

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전옥서를 감옥서(監獄

署)로 개칭하는 변화를 겪었다. 이때부터 ‘감

옥’이라는  용어는  관제를  개혁하면서  기존의 

전옥서(典獄署)를 감옥서(監獄署)라 개칭했을 때부터 사용하 으며 이때 감옥

의 역할은 단순히 죄인을 가두고 죄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을 가해 고통을 

준다는  ‘응보주의’적  교정이념이  강했다.  이후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되면서 

1907년에  감옥서를  감옥(監獄)이라고  개칭해  1923년  이후에는  이전의  감옥을 

형무소로 고칠 때까지 29년간 사용하 고 이때는 일본의 「감옥법」을 적용하

다. 

근대 이전의 감옥과 이후의 교도소는 불

리는 명칭뿐만 아니라 운 방식과 장소의 역

할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  최초의  근대  감옥 

시설인  경성감옥 은  서대문  독립문  부근에 31

세웠는데 일제강점기 때 서대문 형무소로 악

명을 떨쳤다. 이후 1910년 일제의 식민지가 되

면서 한국의 행형제도는 모두 일본식 식민통

치 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징벌 위주의 계호형 시기 다. 1912년에는 경성감옥

을 서대문 감옥으로 개칭하고 마포 공덕동에 경성감옥을 신설하 다. [그림 2-

15]

 경성감옥(京城監獄)은 일제 강점기에 서울에 있던 감옥이다. 1908년부터 1912년 사이에 서31

울 서대문구에 있던 감옥. 서대문형무소의 전신이다. 경성감옥 : 1912년부터 1923년 사이에 
서울 마포구에 있던 감옥. 마포형무소의 전신이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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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대한 제국시대의 감옥 
출처: 부산박물관 

[그림 2-15 ] 경성감옥, 1912 
출처: https://kofpi.tistory.com/343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B%8C%80%EB%AC%B8%ED%98%95%EB%AC%B4%EC%86%8C
https://ko.wikipedia.org/wiki/%EB%A7%88%ED%8F%AC%ED%98%95%EB%AC%B4%EC%86%8C


1919년 3.1 독립운동으로 인해 수감자가 급증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감옥

시설의 수는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해방과 동시에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

어나게 되었지만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남한에는 미군정이 실시되어 미군정 당

국에서 형무 기관을 인수하 고, 북한의 형무소는 소련군에게 접수되었다. 1945

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미군정은 일제시대 「감옥법」(조선감옥령)을 그대로 의

용하 고, 1950년 3월 2일 「행형법」이 제정·공포되었다. 그러나 종래의 행형

법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인권에 대한 규정의 미흡함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

었고, 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서 개정하 지만 근본적인 개선안은 되지 못하

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화와 분단 및 한국전쟁의 역사적 단절을 막 지

나친 1960년대부터 전폭적인 수준으로 늘어났다. 1955년에 시설복구를 위한 교

도소 부흥위원회가 설치되어 수원형무소(1954.8.), 안양교도소(1963.9.),  순천교

도소(1967.7.)가 신설되었으며 5·16 혁명 이후에 사법 시설의 조성사업을 전개하

다. 일제를 거쳐, 교정시설은 기존 투박하고 폐쇄적인 주벽의 모습과 철문 혹

은 철조망 등의 거부감과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단

편적 국가 보안 시설로서 필수적인 업무만을 담당하는 시설로 디자인되어 여전

히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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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사회화를 위한 소통과 공공성 증진 

‘교도소(矯導所)’라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교정이념 변화에 맞추어 변화되

어 왔다. ‘감옥(監獄)’ 은 강제적 노동과 규율 및 통제를 적절히 활용하며 범죄 예

방을 추구하는 이념을 내포하며 구금의 기능이 우선시 되었고, ‘형무소(刑務所)’ 

는 형벌로써 노동을 강제한다는 의미를, ‘교도소(矯導所)’ 는 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화시킨다는 교정의 이념을 수용하는 공간 이라는 32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는 형벌의 개별화를 주장하기 시작하며 범죄 행

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를 보호하려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과학

적 처우’의 시대가 전개되었다. 1950년대 중반에는 교도소 명칭에 있어서도 감

옥이라고 번역되었던 ‘Prison’이라는 용어가 ‘Correctional Institution’으로 바뀌었

다. 교정시설에서 ‘교정(矯正)’이란 어의 ‘Correction’에서 번역된 것으로 틀어

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의미를 담33

고  있다.  또한,  1954년에는  ‘미국교도소협회(American Prison Association:APA)’ 

역시 그 명칭이 ‘미국교정협회(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ACA)’로 바뀌

었다. 

20세기  중반에  교정  분야에  널리  사용된  용어들은  주로  Reformatories, 

Rehabilitation Centres, Correctional Facilities 등이 Prison Reform에 대체되어 사용

되었으며,  수용자에게 치료적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교도소의 목표가 34

되었다. 이러한 용어의 변화는 공간의 변화에 향을 미쳤으며,  교정시설은 교

육, 사회 복귀, 직업훈련 및 보건위생 등이 고려된 현대화된 건축물계획이 요구

되었다. 이에 정부 차원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며 종합적이

 한인섭, 자본주의국가의 감옥과 사회통제에 관한 연구: 역사적 형성과 사회적 작용을 중심32

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논문, 1989, p.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참고33

 유병철, “우리나라 교도소 행형의 연원”, 『교정연구』, 제56호, 2012, p.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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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거시적인 교도소 개혁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교정시설은 규모 면에서는 축소되어 관리자 1명당 관리해

야 면적이 줄어 수용자 관리가  용이해 졌으며,  수용자 생활환경도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수용동은 수용인원이 축소되고, 교

정시설 내에 분산 배치되었다. 수용실은 수용

자들의  격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목적실

(Dayroom) 주위에 배치되었으며 외부와 연계35

된 창이 설치되는 등 현대적 이념에 맞는 교정

시설의  건립이  시작되었다.  [그림  2-16] 이전

에는 주로 소년원에서 적용되었던 의료 처우

와 교육 프로그램 등이 성인 교정시설까지 확

대되며 이에 맞는 공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

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세계 각국에서 인권운

동이 전개되면서 남녀 차별대우 철폐, 여성 인권운동, 교육제도 개선요구 등이 

확산되며 수용자들도 인권을 주장하고 나서며, 과거 강제적 처우를 실시했던 방

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두되면서 권익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

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수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수용자 각각에 맞는 

처우를 위해 수용자의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 등을 통해 사회와

의 소통을 중요시하기 시작하 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현대의 교정이념은 

수용자에게 알맞은 환경을 제공하고 교화 및 심리적 치료를 통해 수용자의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예방하여 재범률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더 나아

가 사회로 복귀하 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36

 문 삼, 선진 교정시설의 건축계획 특성과 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의 교도소 건축을 중심으35

로, 『대한건축학회』 22권 9호, 2006, p53 재인용
 김동욱, “도심 교정시설 내 재소자의 주민간의 경계해체를 위한 공간적해결 방안 – 등포 36

교도소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8,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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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6]  Score Jail, 2017 
출처: www.dlrgroup.com



국내에서는,  1961년  행형법(1961년  12월  23일  법률  제858호)을  개정하여  

제 1조에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

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

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수용자의 교정·

교화를 목표로 하는 행형이념을 수용시설의 명칭에 표시하지는 데 뜻을 두고 

‘형무소(刑務所)'를 ‘교도소(矯導所)’로 개칭하 으며, 형의 확정 여부에 따라 수

용자를 분리 수용하는 교도소와 구치소를 통칭하여 교정(矯正)시설이라고 변경

하 다. 

근대에서  현대로의  변화된  교정이념은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

른 방식의 대응 관계를 요구하게 되었다. 1990

년대  들어서면서  국내에서도  범죄자의  인권

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수용자를 교정하여 건

전한  시민으로  재사회화하는  곳이라는  의미

가 커졌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이 지역사회로 

개방되고  나아가  범죄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37

이러한 변화에 맞춰, 1990년 국내에서는 최초

로  개방교도소인  천안개방교도소[그림  2-17]

가 개청 되었고, 1996년 7월에는 국내 최초의 

고층식 구치소인 수원구치소[그림 2-18]가 들

어섰다. 지하 1층, 지상 9층으로 구성된 수원

구치소는 감시대, 주벽, 철조망 등 전통적 보

안 시설이 아닌, 비상시에 대비하여 각 거실마다 폐쇄회로와 인터폰 등 첨단 시

 이수성, 우리사회의 범죄상황과 범죄대책의 기본방향, ⌈형사정책연구 창간호⌋, 한국형사정37

책연구원,  pp.22-23. 이  시기에  설립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교정학회가  주도한  학술발표 
및 1990년의 ⌈형사정책연구⌋ 지의 발간과 함께 교정실무자와 형사정책 관련학자들의 논문게
재가 활발해지면서 지역사회의 역할론이 본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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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 천안개방교도소 
ⓒ법무부

[그림 2-18 ] 수원구치소 
출처: 법무부



설을 갖추어 외관상 기존 교정시설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는 도심에 좁은 면적으로 효율적인 배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이후 지방자치제

도가 정착되며 시민들의 참여형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이는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하게 되면서 공공기관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을 확대하기 시작하게 되

었다. 더욱이 교정시설의 현대적 쟁점이 사회 내 처우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서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교정시설이 국가적 공공성이 아닌 시민적 공공성의 출

현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권위적이었던 교정시설의 이미지는 대민 친화적인 

공간으로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기 시작하며 시설 일부에 지역주민을 위한 대

민업무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정시

설은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앞세워 지역주민들이 만족하

고 필요로 하는 공간을 개방하는 등 미래지향

적인 교정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

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청사동의 건축 형태와 

이미지를 주민 친화형으로 바꾸어 나가게 된

다. 2001년 여주교도소[그림 2-19]가 국내에서

는 처음으로 주벽의 일부를 청사 건물로 계획

해 지역사회에 거부감 없는 시설로 자리 잡으

며, 이후 건축문화대상에 입상하게 되는 등 교

정시설의 이미지 개선방안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2007년 국내에서도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와 권리를 

도모해야 한다는 「유엔최저기준규칙」의 원칙에 맞게 「행형법」을 전부 개

정하 다. 「유엔최저기준규칙」은 국제적 조약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각 국가의 행형 입법 및 실무 운 에 있어서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및 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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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 여주교도소 
출처: 법무부



조건을  고려하면서  지도이념으로서 존중하

고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할 국제적 기준으로

서 의미가 있다. [그림2-20] 

이는  교정이념이  사회적  권리보장과  회

복적  처우로  발전하여  범죄자를  교정·교화하

여 사회로 복귀하 을 때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잘 적응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념은 범죄자 뿐만 아니라 피해

자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

하는 것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들의 

회복적  관계를  통해  ‘재사회화’를  이룰  방법

을 모색하기 시작하 고  이러한 변화 된 이38

념에 대응하기 위해 수용자가 생활하는 공간 

및 부대시설 그리고 휴게공간의 변화 등 다양

한 측면에서 수용자의 교화를 위해 환경적 개선을 위해 해결하려고 노력하 다.

지역사회와 열린 교정시설 지향으로 인해 시설의 물리적 경계에 대한 고민

은 건축 계획에까지 반 되었다. 이러한 공공성 증진의 결과는 교정시설에 대

한 건축적 이미지 변화에도 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기존의 교정시설이 사회

와 단절을 상징했다면 근래의 교정시설은 폐쇄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열린 

시설로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즉 시대의 흐름에 의한 교정이념의 변화는 곧 교

정시설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경계성이 과거와는 다른 경계의 가능성을 가지

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동욱, op. cit., 2008, p.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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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1999년 1월 21일  
출처: 한겨레신문기사



�

국가보안 시설로서 감시와 통제의 대표적인 공간이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지역주민과의 공공성을 확립해야 하는 관념이 양립할 수밖에 없는 교정시설의 

딜레마를 시대 및 교정 이념의 변화에 따라 시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

펴보았다. 교정시설은 국내외 시대를 막론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정치적 목적을 

표현하고 권력에 종속되어 계획돼왔다. 과거 교정시설은 감시와 통제의 목적으

로 권력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시대에 따라 사회와 경계를 가지며 폐쇄

적으로 작동하기도 하 으며, 현대에는 사회적 공간으로 그 역할을 달리하며 변

화에 대응해 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교정시설이 사회성을 배제하고 

일제하의  행형제도는  식민통
치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징벌 
위주의 계호행형시기

 투박하고  폐쇄적인  주벽의  모습
과 철문 혹은 철조망 등의 거부감
과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크게  벗
어나지 못하던 교정시설은 여전히 
단편적 국가 보안시설

문화복지공간 도입
주벽의 일부를 청사화 하여 비선호 
시설  이미지  개선과  주민친화적인 
공공시설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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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국내 교정시설의 개념 변화에 따른 공간 변화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현대의 교정시설 역시 감시와 통제의 역할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에 환원되는 공간과 감시 및 통제가 필요한 공간

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통제와 공공성은 그 무게를 달리하며 공존해 왔다. 교정

시설의 감시 및 통제와 공공성에 대한 공존의 양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

없이 변화해 왔으며, 현재의 교정시설 역시 변화의 과정에 있으며 나아가 교정

시설의 사회적 역할이 감시 및 통제와 공공성의 균형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교정시설이 도시 내에서 새로운 공공 역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의 폐쇄

적이고 이분법적이었던 분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최근 

신축된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와 물리적 경계를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 유동적으

로 경계를 형성하여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관계의 가능성을 고찰하

고 이를 통해 공공성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확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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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교정시설의 현대적 쟁점

(1) 쟁점 1: 비선호 시설 vs. 공공시설

1) 비선호 시설로서 교정시설과 입지갈등

“경성형무소는 1912년 9월 3일 총독부령 제11호에 의해 신설되었다.  

... 

감옥 부지를 선정하고 약 2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토목공사를 마쳤으나,  

주민들의 반대 및 기타 사정에 의해 공사를 중단하고 마포 공덕리로 옮겨 다시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12년에 완공하였다.”  39

 과거 교정시설은 범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부정적 이미지가 결부되어 지

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로 도시 외곽에 입지하 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교정시설은 도심에 위치하게 되며 시설의 이전과 신축

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며 대표적인 

비선호 시설로 자리 잡았다. 교정시설이 주민에게 환 받지 못하는 것은 시설

이 가진 선입견과 건축물이 갖고 있는 고유 이미지 등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다. 일반인들은 교정시설 하면 가장 먼저 ‘범죄자가  드나들거나 갇혀있고 감시

가 필요한’ 시설이 ‘높은 담과 철조망 그리고 감시자가 근무하는 높은 첨탑이 있

는’ 오래되어 낡고 무서운 건물을 연상하기 쉽고, 이러한 시설이 나와 내 가족이 

사는 지역에 입지하게 된다는 점에 반감을 품게 된다.

교정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는 오래전부터 있었기에 이전 및 신축 사업 

추진 시 심각한 입지갈등이 야기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2010, p. 2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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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정시설은 지어진 지 오래되어 시설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수용

자가 증가하면서 과 수용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 및 이전 부지가 선

정되거나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 내 수용자뿐만 아니라 근무자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례로 국내 가장 오래된 시설인 안양교도소는 이전과 재건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 간의 갈등이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대표

적인 입지갈등 사례이다. 또한, 2016년부터 현재(2019년)까지 3년째 공사가 중

단 된 상태인 거창구치소는 토지 매입비 210억 원을 포함 총 810억 원이 투입돼 

2018년 연말 완공될 예정 이었으나, 구치소 신축 부지 주변에 다수의 학교가 소40

재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신축공사 중 사업이 중단

된 채 방치되고 있는 사례이다. [그림 2-22]

�

이처럼 국내 교정시설의 입지갈등으로 인해 적절한 위치에 건립되지 못하

고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하게 되면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받거나 법무 인력 및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 되는 문제점 이 발생하게 된다. 비선호 시설로서 교41

정시설은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하는 반면 법원‧검찰청 등은 도심에 있어, 수용

[그림2-22] 2016년 11월부터 3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거창구치소 신축 현장 
출처:연합뉴스

 국제신문, “거창구치소 이전문제 갈등조정협의회가 나섰다” 2018년 3월21일 자 참고40

 김민  외 2, op. cit., 2018, pp.9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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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두 기관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노출되는 등의 인권 침해 가능성

이 있고 해당 업무에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국내 교정시설 입지선정은 시설의 공급이라는 물리적 위치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고 있어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사이의 향 관계가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어렵다는 한

계 를 가지고 있다. 교정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42

역사회의 교정시설에 대한 유연적 자세가 필요하며 교정시설 건축에 대한 정부

의 다양한 사업 방식의 예산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갈등 관리가 필요

하다.43

2) 공공시설로서 교정시설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에 공공시설로서 입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요구하

는 공공시설의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가 생각하는 공공시설의 조

건과 교정시설의 현 위치를 살펴보고 두 입장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을 알아보고자 한다. 시대변화에 따라 교정시설에 대한 개념 및 인식이 변

화하고 있고 새로 지어지는 교정시설은 과거의 폐쇄적인 시설이 아닌 변화하는 

새로운 공공시설로의 접근이 대두되고 있다. 시설의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개방

하며 공공성 증진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지만, 새로 신축되고 있는 대부분의 교

정시설은 지역 여건과 특성을 무시한 채 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

한 사회적 환원은 사실상 교정시설에 양적으로 더해지는 프로그램 증가에 머물

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위한 공간이 아닌 물리적으로 추가의 

차원에서 과연 현대 한국의 지자체 혹은 국가가 설정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생산

과정이 갈등 해결에 적합한 방법인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심한별, “학교 입지의 사회적 쟁점과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제28권 제12호, 42

2012

 유병철, op. cit., 2016, pp. 81-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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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公共施設)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

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

관, 시민회관, 각종 보건 및 후생시설, 도로, 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을 말한다.  44

이러한 공공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5

조). 

「건축용어사전」  에서 공공 건축은 ‘공공성 있는 건축물로, 공익성과 공45

용성을 갖는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는 공공 건축을 ‘공공기관이 건

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부

분은 관공서, 공공 단체에 의해 운 되지만, 민 의 것도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

다. 공공 건축의 성격에 대해서는 공익성과 공용성 등의 공공성으로 규정하

고, 공공 건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공공 단체와 함께 민간 소유까지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공공  건축’을  수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공’의 용어에 대해서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

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나 공공 단체가 46

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의 

의미가 공공기관으로 대표되는 소유의 개념과 대중을 위한 공공성으로 정의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건축용어사전 
공공건축: 공공성 있는 건축물로, 공익성과 공용성을 갖는다. 대부분은 관공서, 공공 단체에 
의해 운 되지만 민 의 것도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공공(公共):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 
공공시설(公共施設): 국가나 공공 단체가 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두산백과(2017) 참고44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AR+건축용어사전, 성안당, 20084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6, http://stdweb2.korean.go.kr/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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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공간 수요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교정시설을 사용하는 주체에 

대한 인식은 점차 관리자(사용자)에서 시민(지역주민 혹은 방문자)으로 확대되

며 이는 교정시설의 공간 구성에도 큰 변화를 주게 되었다. 과거 업무 기능 중심

의 구성에서 탈피하고 지역주민 및 방문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복지 공간의 비

중이 늘어나고 있음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과

거 폐쇄적 구조의 교정시설이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대응해 가는 이유이다. 이처

럼 큰 폭으로 변화한 교정시설의 사회적 역할의 전환은 시설의 건축적 환경 개

선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오기 시작하 다. 

[표 2-1] 교정시설의 프로그램 변화

구시설( 등포교도소,) 비
교 신축시설(남부교정시설)

▶︎

프로그램 연면적 프로그램 연면적

청사동 915.71 청사동 4,800

보안청사동 1,122.46 보안청사동 5,774.93

수용동 5,171.70 수용동 12,970.95
작업동 4,304.48 통

합 작업, 직업훈련동 6,972.56
직업훈련동 7,348.79
교회당 412.07 후생동 1,617.03
전시관 918.00 심리치료센터 1,645.10

신
설

의료수용동 2,160.57

가족만남의집 65.46

기타 10,067.96 기타 800.12

주벽 높이 4.5m, 길이 850m 주벽 높이 5.0m, 길이 
550m

총 30,261.17 336,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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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이미지 개선에 지역주민과의 교류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정시

설의 일부를 지역주민과 공유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논의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교정시설의 현대적 변화를 이끈 가장 중심적인 요소는 외정

문 밖인 개방 역에 직원 체육시설을 배치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에 있다. 물

리적 요소로 인한 단절된 경계에서 오는 외부 이미지의 변화를 통해 친근하고 

거부감 없는 시설의 모습을 갖추려는 노력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고,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형성은 유연한 경계로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개방된 공공 역을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부교정시설은 심리적 경계를 갖게 하는 요소인 담장이나 감

시대 대신 최첨단 전자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민 주거지 사이에 80m 폭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교정시설의 주벽을 시각적으로 차단하는 완충공간을 확

보하 다. 녹지공간에는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 실

개천 등 도심 공원을 조성하여 교정시설의 주민 친화적 시설로의 이미지 변신

을 위해 노력하 다. 또한 조경계획으로는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과 녹지 및 산

책로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의 조

화와 친근한 이미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 다. 직원용 체육관과 테니스장 등 체

육시설을 교정시설 진입부에 배치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지역주민 행사 및 

어린이집 아이들의 체육 수업 장소로 다양하게 이용되며 교정직원들과 지역주

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실외 테니스장은 지역주민

들에 의해 동호회가 만들어져 교정직원들과 지역 동호회가 함께하는 친선 테니

스 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우호 증진에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

부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편익을 제공하고 주민 친화형 시설로 유도

하는 역할을 하 다.  47

 박은주, 백진, “주민편의시설 수용을 통한 교정시설 입지갈등 해결에 관한 연구: 서울남부47

교정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9권 제6호, 2018,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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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정시설과 지역주민이 공존과 화합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를 실현

하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층 진화한 좋은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교류는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자리매

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열린 교정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위

한 교정행정의 비전을 공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정시설의 신축

ㆍ이전 사업이 교육ㆍ문화, 체육시설 등의 선호시설과 함께 유치된다면 지역사

회와의 경계를 재구축하며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경계는 공간의 물리적인 한계를 규정

하여 역을 구분하는 건축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는 공간이 단순

히 고정적인 관계가 아닌 유동적이며 상호 간의 대응의 의미가 커지고 있어 또 

다른 접근 방법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사항과 선진화된 교정이념

을 받아들여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공간이 중첩하여 ‘양방향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 앞으로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사이에서 매

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적 요소들을 통해 공유공간을 설정한다면, 지역사

회와 교정시설의 경계 범위가 재구축되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행위에 변

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또한, 물리적 경계의 재구축은 자연스레 시각적 접근성

도 용이해져 심리적 불안감마저 해소하며 선진교정시설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

을 것이라 기대한다. 결과 중심의 공공성에서 과정 중심의 공공성으로 공공성 

개념의 인식이 변화해야 함을 인지하고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요소와 공공성 증

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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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2: 주민참여 배제

1) 정보 비공개 및 참여 배제로 인한 갈등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 과정에는 정부, 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 다층적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들은 주체에 따라 정부와 정부, 정부와 

지역사회,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간에 경제, 사회적 편익 그리고 가치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있다. 교정시설 신축사업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관계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사업의 범위가 넓고 복합적인 이유에 기인한 다수의 관련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교정시설 입지 반대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에 정부는 가능한 교정

시설의 부정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사업 주체인 법무부에 의해 일방적으

로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방식은 비선호 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결정이나 집행 

과정이 정부 주도의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는 일부 지역 대표자만이 참여하

는 공청회나 토론회와 같은 참여 과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과의 합의 과정이 생

략된 채 입지선정이 이루어져 정책 발표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형식적 참여가 이

루어지거나 아니면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갖은 지역주민들의 시설 입

지를 반대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게 된다. 다시 말해, 선 결정 

후 통보 방식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을 배제하

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공표하는 일방적인 통보 

방식은 더욱 거센 갈등을 야기하므로 새로운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처럼 비선호 시설의 입지 갈등 문제는 주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배제에

서 기인하여 왔는데 교정시설은 그 입지를 선정하면서 정책 결정자와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을 실현하는 입지 선정 방

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

리 잡기 위해서는 시설이 지역주민에게도 유익한 시설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교정시설이 스스로 변화하여 지역사회로부터 환 받는 친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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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통이 가능한 공공성을 갖춘 교정시설로의 적극적인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

고 지역주민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교정시설에 접근 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

통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로 최근 갈등관리의 필수요건으로 참

여 주체 간의 대화와 참여를 강조한다.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갈48

등 지속에서 완전해결과 부분 해결로의 발생 확률을 모두 높이는 데 효과가 있

는 변수는 ‘주민참여 수준’으로 참여 수준을 한 단계 높일수록 부분 해결률이 최

대 25배 정도 높아지고, 완전 해결률은 최대 12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배경 속 갈등 해결을 위해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게 될 수 있는 측49

면이 부각되면서, 입지선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

고 참여를 기반으로 한 ‘참여적 의사 결정’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등은 지역주민이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상

호작용 없이 정부 혹은 지자체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 시작된다. 이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힘과 정보 

그리고 권리의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가 등장하기도 하 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갈등 해결

을 위한 참여 주체 간의 의사소통 및 관계 맺음이 일상적이지 않고 특정 상황에

만 일회성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주민 혹은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참

여 장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추절 외, “환경갈등관리의 제도적 접근방안: 사회 향평가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제1748

권 제1호,『 환경정책학회』, 2009

 이순자 외. “ 지역개발사업 관련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향요인 분석”, 『국토연구』, 제49

74 권,  2012, pp.215-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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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 형태

그렇다면 건축 디자인 과정에서의 참여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위의 

참여 단계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위치에 해당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

해 보면 아직 건축 디자인 과정 자체에 참여제도가 도입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현재 국내에서 제도화된 것으로는 건축디자인보다 도시계획 과정에서의 참여

가 부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공청회와 공람과 같이 주민

이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현재 관

련법에 따른 주민참여 형태는 다음 [표2-2]와 같다.

[표2-2] 주민참여에 관한 관계법

관계법 계획의 유형 시민참여에 관한 법조항 참여형태

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

공청회를 통한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11
조) 
국토정책위원히 심의 (12조) 
주요내용 관보에 공고(12조)

행정주도형

도종합계획

공청회를 통한 일반 국민과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14
조)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12조) 
주요내용의 관보에 공고(12조)

행정주도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광역도시계획
공청회를 통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14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18조) 
공고 및 일반에 공람(16조)

행정주도형

도시·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20조) 
지방의회 의견 청취(21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22조) 
공고 및 일반에 공람 (22조)

행정주도형

도시·군 관리계획

주민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 입안의 제안(26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의견 청취(28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
원회의심의(30조) 
고시 및 일반공람(30조)

민관협력형 
행정주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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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8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건축기본법」에도 관련 계획과 기본 

이념에 참여의 의무와 관련 제도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 조항들 중에 구체적인 제도로 명시된 것은 ①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 청취 ②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③ 국토정책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④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의 제안 ⑤ 공고 및 공람의 다섯 가지다. 이 중 공

청회 및 주민의 의견 청취는 가장 기본적인 주민참여 방법으로 의견이 타당하다

고 인정될 때는 이를 도시계획에 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2-3] 건축기본법에 의한 시민참여 관한 법조항

관계법 구분 시민참여에 관한 법조항 참여형태

건축기본법 
(2011)

국민의 의무 국민의 건축정책에 대한 참여의 의무 명시(5
조) 민관협력형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
현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바
탕으로 조성되도록 할 의무(9조) 행정주도형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10조) 
관보에 고시 (10조) 행정주도형

지역건축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12조) 행정주도형

건축기본법 
시행령 
(2011)

건축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3조)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가치기구의 설립과 운

 지원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3조)
행정주도형

[표 2-4] 참여의 형식 및 제도

구분 주민 참여 제도

수동적 참여 공고 및 공람

교호적 참여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주도식 참여 국토정책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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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상으로는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교호적 참여’에 두 가지가 해당하

지만, 앞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처럼 실질적 의견 청취가 어렵고, 대표에 의한 대

의적 의사 전달이라는 점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주도적 참여’에 해당

하는 두 가지 역시 일반 주민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거나, 가능하더라도 전문성

과 비용 등이 현실적 문제들이 내재해 있음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한다고 보기 힘

들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를 현실적으로 보완하거나, 법으로 제도화된 것이 아

니더라도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의 고안과 도입이 필요하다.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대부분은 법규에서 정해진 지역

주민 참여 방식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교

정시설 건축 생산과정에서 다층적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제도적으로도 또한 참여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양상은 다양해지고 있다.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한 건축계획의 관점에서 공공갈

등 해결방안을 바라보고 다층적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건축이 어떻게 하면, 이해관계자들이 다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의

사소통적 행위를 핵심으로 공공갈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3) 쟁점 3: 건축 전문가 부족

교정시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담아내

야 하는 시설이며 무엇보다도 보안 유지를 중요시하는 특수시설이다. 따라서 새

로운  교정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설계사사무소는  설계매뉴얼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관, 시설담당관, 본부장 등의 경험을 기

반으로 한 주관적 의견이 설계과정에 쉽게 개입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초기 설

정된 설계 방향이 바뀌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교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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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설계 역시 감독관의 개인적 의견을 따라 변경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반적

인 시스템이 무너지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기적인 조직 개편은 교

정시설 설계에 관한 지적, 경험적 재산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50

만들고 있다.

이처럼 건축 전문가의 부재와 관련 전문

가들 간 명확한 업무 범위와 역할이 정립되지 

않아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사업 기간의 장기화를 유발한다. 이러한 이

유로 근래 신축된 시설 중 계획단계에 적용한 

소방차의 크기와 완공 이후 ‘법무시설기준규

칙’ 기준  미달로  소방차  등  대형차량이  정문 

내 진입이 불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 다. 

장흥교도소의 경우 신형 대형호송차 출입이 어려워 이송 시 수용자가 차에서 내

려서 개인 물품을 들고 가는 상황이다. 이에 시설 완공 이후 후문으로 추가 차량 

출입통로를 만들어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다. [그림 2-23]

광주교도소의  경우에는  처음  계획  당시

에는 전체 배치계획이 남향 전주형으로 계획

되었다.  하지만  지역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진입로와 주 출입구를 북측으로 바꾸어 달라

는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 전체 수용동

이 북향으로 되는 결과를 낳아 완공 이후 사용

자들이  생활하는데  자연채광이  들지  않는다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건축 생산과

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

 백 진 외, op.cit., 2016, pp.61-6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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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  장흥교도소 차량 출입통로 
출처: 법무부 제공

[그림 2-24 ]  광주교도소 배치 
출처: 법무부 제공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게 좋다는 생각으로 지

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문제이다. [그림 2-

24]

동부구치소의 경우에는 처음 설계사무소가 제안한 현상 설계안은 인천구

치소와 같은 형태 으나 설계업체로 선정된 이후 교정직원의 개입으로 처음부

터 다시 계획하게 되어 여러 차례 배치계획이 바뀌게 되었다. 최종안이 결정된 

상황에서도 역시 건축협의회에서는 미관을 고려하여, 사동과 사동사이의 개방

된 면의 방향을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하는 등 또 다른 개입으

로 여러 차례 설계안이 변경되는 과정을 거쳤다. 재설계 과정에서 전체배치 및 

세부계획에 많은 변경사항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초기 기본 설계비가 약 45

억에서 150억으로 인상이 되는  등 시간과 비용 둘 다 잃게 된 결과를 낳았다. 51

[그림 2-25]

 

 [부록 4] 설계사무소 인터뷰 1 내용 참고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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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  동부구치소 설계안 변경 과정 
출처: 법무부 제공



2.2 국내 교정시설의 공공성 검증

2.2.1 국내 교정시설의 건축 생산과정

(1) 교정시설 관련 법규 및 제도 검토

사전적 의미의 교정시설이라 함은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교정교육, 직업

훈련 등 사회적응 능력의 배양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설치 운

하는 시설’ 을 말한다. 이러한 교정시설의 공공성을 검증하기 위해 현행 법규52

상 교정시설이 해당하는 공공용시설 및 공공청사의 개념 정의와 유형 분류를 살

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 관련 제도 및 법을 중심으로 공공건축에 관한 다양

한 성격을 함께 고려해 보고 공공적 가치에 따른 교정시설의 현대적 공공성의 

필요충분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교정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령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부처와 그 내용에 따

라 교정시설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

정시설의 정의 및 범위 그리고 각 규정이 정하는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야 한다.

교정시설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교정시설의 범위를 살펴보면 [표2-5], 교정

시설과 군사시설은 건축물의 구조나 이용 목적 등에 있어 유사성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하나의 건축물로 묶어 ‘교정 및 군사 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업무 관계자

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용도 및 명칭의 분리가 필요하다.

국토교통용어사전, http://www.molit.go.kr/USR/dictionary/m_65/lst.jsp?ID_ONE=7522 참고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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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교정 및 군사 시

설’에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교정시설의 용도는 ‘교정 및 군

사  시설’로  공공용시설 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구분되어있다.  ‘공공용시설’은 53

여러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모든 

시설을 포함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정의이다. 그 중에서도 공용시설은 행정청 

등 공적 기관이 설치한 시설로, 도로, 광장 등이 대표적인 시설이다. 달리 말하

면, 「국토계획법」에서 공공용시설 중 공공 시설로 정의된 것으로, 이는 나열

[표 2-5] 교정시설과 관계법령, 저자작성

관계법령 및 지침 소관부처 교정시설의 범위 내용

계
획 
조
건 
및 
기
준
규
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
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공청사의 정의, 설치기
준, 설계공모

「건축법」 국토교통부
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

도소 건축물의 사용 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국토교통부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서 교정시설 제외 

「법무시설기준규칙」 법무부 검찰, 교정, 소년·보호, 출
입국, 법무연수원시설

「교정시설 설계매뉴얼」 법무부 교도소, 구치소 교정시설의 정의, 종류, 기
능 구분

행
정
절
차
규
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
소

교정시설 기본 계획 방향 
및 규모·설비 구조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

 공공용시설이란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공공의 용도에 53

사용되는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다음의 건축물을 의미한다.

�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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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정시설

은  공공 · 문화체육시설 의 하나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54

에 관한 규칙」제5장 공공·문화체육시설 제 3절 공공청사의 범주에 속한다. 공

공·문화 체육 기반시설의 종류와 용도 및 유형을 정리한 것은 [표 2-6]과 같으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 유형이 군사 시설과 묶여 있음을 알 수 있

다.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결정의 추진절차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준하며, 공공청사의 설치 및 운 상 관련 법규는 [표 2-7]과 같은데, 주

변 도로 및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용자를 위한 편익 시설과 부대시

[표 2-6] 기반시설의 종류와 건축물 유형의 기반시설

구분 건축물 유형의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유형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공공도서관,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10. 교육연구시설

종합운동장, 각종 경기장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시설,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관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11. 노유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12. 수련시설

54

 �

제5장 공공·문화체육시설 

제 3절 공공청사
제94조 (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
려주는 공관

3. 교정시설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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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추후 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기획단계에서부

터 지역 특성을 반 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설계 공

모를 적극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표2-7] 공공청사 설치 및 운영상 관련법규

명
칭

법 
조
항

검토내용

도
시
계
획
시
설
의 
결
정·
구
조 
및 
설
치
기
준
에 
관
한 
규
칙

제
95
조 
(
공
공
청
사
의 
결
정 
기
준 
및 
구
조·
설
치 
기
준
)

①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6. 28., 2012. 
10. 31., 2013. 8. 30., 2014. 12. 31.>
  1.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3.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중추적인 시설은 시ㆍ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
성이 적은 지역에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할 것
  5. 동사무소,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것
  6. 주차장ㆍ휴게소ㆍ공중전화ㆍ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ㆍ업무대
기실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8. 물류ㆍ유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에는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
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9.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 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10.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획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건축기본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할 
것
  12.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일시체
류시설을 설치할 것
  13.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
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② 공공청사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제6호의 편익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
한다)ㆍ라목ㆍ바목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
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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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운 상  관련법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

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시 거쳐야 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제안, 의견 청취·수

렴, 기초조사 등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는 등 계획의 수립 전 단계에서 이해관

계자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표2-8]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운영상 관련법규

명칭 법 조항 검토내용

제25조 (도
시 관리 
계획의 
입안)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
다.  <개정 2011. 4. 14.>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
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 도, 토
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
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
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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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ㆍ군
관리계
획  입안
의  제
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
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
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2017. 4. 18.>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
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
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
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②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
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
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지구
의 규모, 용도지역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제27조(도
시ㆍ군관
리계획의 
입안을 위
한 기초조
사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
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
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5. 1. 6.>

[표2-8]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운영상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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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에서는 “①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

를 증대할 수 있다. ②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

이 갖추어져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수용 인원의 제한 및 거실에 대한 

조건은 교정시설이 타 법무시설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 기준 지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교정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 중 교정시설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조항 및 내용을 

정리한 것은 [표 2-9]와 같다. 

제28조(주
민과 지방
의회의 의
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 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
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
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
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
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
을 제시하여야 한다. 

[표2-8]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운영상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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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서는 개발제

한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중 국방·군사 시설 및 교정시설의 건축 및 이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부분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이때, 교정시설이 국방·군사 시

설과 접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건축물로 명시되어 교정시설의 건축 생

산 과정에서 혼선을 줄뿐만 아니라 시설의 특수성을 반 하지 못하고 있다. [표 

2-10]

[표 2-9] 교정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명칭 법 조항 내용

형 의 
집 행 
및 수
용 자
의 처
우 에 
관 한 
법령
[ 법
률 제
1634
5호]

제6조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
비) 

①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
할 수 있다.
② 교정시설의 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ㆍ통풍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
추어져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적정
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제7조
(교정시설설
치 및 운
의 민간위
탁)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 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
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표 2-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명칭 법 조항 내용

개 발 
제 한 
구 역
의 지
정 및 
관 리
에 관
한 특
별 조
치법

제12조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
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
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0. 4. 15.,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4. 1. 28., 2015.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
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
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
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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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정시설 조성 절차

교정시설 조성 절차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계획, 설

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의 개별 단계에 관하여 별도의 관련법들이 규정되어 있

다. 조성 절차에 따른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표2-11]

[표 2-11] 교정시설 조성 관련 규정

조성절차 관련법령

계획

기본구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5

예비타당성 조사(500억 
이상)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예산편성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 관리)

타당성 조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6 제41조 2
(재정투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기본계획 수립 ︎건설기술관리법 ︎ 시행령 제38조의 7

발주방식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80조 (대형
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사업수행방식 결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7(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
건설기술관리법 ︎ 제38조의 2(건설기술의 공 ︎대상) ︎

건설기술관리법 ︎ 제38조의 3(건설기술의 공 ︎절차 및 방법) ︎︎
지방계약법시행령 ︎ 제95조(대형 공사의 정의)

발주의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5조(공사의계약절차 및 범위 등)

설계

기본설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

실시설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1

측량 및 지반조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2

설계의 경제성 검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3

시공

공사관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품질 및 안전관리

기성검사, 준공검사
시운전

유지관리

사후평가

시설물의 하자관리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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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조성 사업은 크게 1) 신축사업으로 주로 법원·검찰청이 소재하는 

지역에 교도소나 구치소가 없는 경우에 추진되고, 최근에는 교정시설의 과 수

용완화, 교도소와 구치소의 분리설치와 법원·검찰청 인근에 종전의 경찰서 대용

구치시설 해소를 위해 교도소 또는 구치시설의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2) 신축 

후 25년 이상 지나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신축이나 증축하는 경우와 3) 도심지에 

위치한 교정시설을 도심지 외곽으로의 이전하는 경우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

으며, 이전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추진된다.  

교정시설은 검찰, 교정, 소년·보호, 출입국, 법무연수원시설과 같이 법무시

설에 속하며 교정시설 조성 시에는 ‘법무시설 조성사업 중·장기계획’ 에 의해 55

정부 재정사업으로 신축 혹은 이전하게 되어있다. 교정시설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경우에는 5만여 평의 부지와 약 1,0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

되고, 중규모 시설은 3만여 평의 부지와 약 700억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법무부에서 법무시설 조성사업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계획서로서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55

향후 5년 동안의 단위 사업별 예산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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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법무시설 조성 절차



교정시설 건축 생산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2-27] 과 같다.

�

1) 이전계획 및 부지선정 단계

국내 교정시설을 조성할 때 신축의 경우는 대부분 정부 재정사업으로 진행

되며, 재건축 또는 증축도 대개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정부

는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도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이 늘어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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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교정시설 건축 생산과정



□ 예산절차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절차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후 국회의 예산안 심

의를 거쳐 확정 후 정부의 집행의 일련의 단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재정절차는 3

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집행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의 집행,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심의의 3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 예산안 

편성은 ‘국가재정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 정부가 매년 당해 연도를 포함56

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

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어 사업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원인이다.

시설의 이전은 법무부 직접추진, 국유재산 교환방식 그리고 기부대양여방

식 등이 있다. 국유재산 교환방식 은 해당 시나 군에서 대체부지 선정 및 시설 57

조성 후 교도소 부지 매각 대금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시행 주체가 

정부 대 정부 또는 정부 대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대체 시설 조성 비용에 따라 최

종 정산하게 되며, 교환부지의 감정평가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 예산으로 보조하

도록 하고 있어 양여 대상 부지의 평가가액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한 기부대

양여방식과 구분된다.

□ 부지매입

사업이 확정되면, 부지선정과 매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는 해당 실·국·본

 정부24, https://www.gov.kr/ 참고56

 국유재산 교환방식은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재산57

인 토지·건물,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이 토지의 정착
물과 교환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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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진행하게 되며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교정본부의 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 과정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하는 과정은 

평균 2-3년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사업 기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부지선정 과정은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정책결정자 혹은 교정시설 관

계자들이 부지를 선정한 후 결정된 사항을 지역사회에 통보하는 방식과 지자체

와 교정시설 관계자들이 협의와 공론의 활성화를 통해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의 경우 부지선정 확정 후 지역사회와의 갈

등으로 치르게 되는 시간 및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고, 후자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결정에 따른 장기간의 시간을 요구하며 때에 따라서 부지선정에 실패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부지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은 형사소송 업무 지원의 효율성을 위

해 법원·검찰청과의 거리와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한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부지

조성 및 진입 도로 건설 등에 따른 공사 난이도 및 경제성, 주변 환경에 미치는 

향 등이 있다. 특히 신축 지역의 주민 반대 등 예상되는 갈등의 정도도 무시할 

수 없다. 

2) 기본구상 및 계획단계

기본구상 및 계획단계는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에 따른 적정 규모의 시설

을 수용할 수 있는 예상 수요와 적정 규모 ︎ 산정에 따른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대

상 지역의 입지적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분석하고, 민원 발

생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기본설계 단계에 필수

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결정되는 과정이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기획조정실 내 시설 담당관실에서 법원을 포함한 구치

소, 교도소, 준법 지원센터 등의 법무시설 조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본부 

시설 담당관실에는 약 28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법무시설에 관한 계획을 수

립하고 예산을 운 하며 시설을 조성‧유지보수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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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8

□ 기획서 작성

기획서는 법무부 시설과에서 작성하는 업무로 크게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을 기술한다. 대략적인 사업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예산을 산정하여 기관장 결

재 이후 별도의 절차없이 예산을 신청하거나 발주 지시서를 작성하는 근거자료

로 활용된다.  기획서가 법무부의 예산 신청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예산 59

산정 및 프로그램, 추진 기간 및 사업 수행 방법 등 부정확한 예측 및 업무를 담

당하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추후 사업 진행 단계에서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  과업지시서

계획단계에서 작성하는 과업지시서는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과 방향

이 담고 있다. 

교정시설 설계용역 중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상에서 확인 가능한 과업지

시서 및 설계지침서를 확인해 본 결과, 2013년 00 교도소 지침과 2018년 00 교도

소 지침이 같은 내용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이전 교정시설 추진했던 사업

계획서를 그대로 재편집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결과로 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

지 않고 주민 요구사항이 전혀 반 되지 않은 기존 타 교정시설과 유사한 디자

인의 교정시설을 건립하게 되는 이유이다.

또한,  과업지시서의  표현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일  때가  많으며,  

특정 범위는 과도하게 구체적인 형태를 유도하고, 유사한 선행사례를 답습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과업지시서 작성 이전에 사업성이 ︎분명히 검토

되지 못하 고 사업의 성격에 적합한 발주방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부

 법무부 소개> 조직과 기능> URL: http://www.moj.go.kr/HP/MOJ03/menu.do? strOrgGbnCd= 58

100000&strRtnURL=MOJ_50202010#plan, 접속일: 2018.11.9.

 장성준, ︎”건축사의 업무구분과 업무 결과물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59

v.18(9), 2002,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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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3) 기본설계단계

부지매입 이후에 설계사무소가 선정되며, 설계사무소는 사업의 규모에 따

라 현상공모 (제안 공모, 기타공모) 방식, PQ 방식 (교정, 고시금액  미만)으로 60 61

적격심사 를  통해  선정된  사무실에  설계를  의뢰하게  된다.  교정시설의  경우 62

PQ 방식은 시설의 특성상 설계 경험이 쉽지 않아 현상공모로 진행한다고 하더

라도 심사위원이 시설을 이해하고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Pre-Qualification(사전자격심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60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제입찰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용역 2.1억원, 공사 82억원)61

 PQ점수(70~10점)와 가격점수(30~90점)를 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절차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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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 공사 설계용역 과업지
시서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http://www.moj.go.kr

▲[그림2-29] 대구교도소 신축 설계지침서 일부 발췌,  
출처: 법무부시설관리담당관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선정된 설계사무소는「법무시설기준규칙」 및 「교63

정시설 설계매뉴얼」 을 참고하여 도면을 일체화시키는 과정을 걸치고 이 과64

정은 대략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 법무시설기준규칙 

법무부훈령으로「법무시설기준규칙」은 교정시설의 면적 기준과 주요 설

계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공간의 성격이 각각 다른 검찰시설, 보호시설, 

교정시설, 출입국 시설, 연수원 시설 등 모든 법무시설을 같은 기준으로 포괄하

고 있고, 구치소와 교도소의 시설기준만 명목상 같은 항목으로 구별되어 있어 

몇 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시설기준의 차이가 거의 없어 교정시설과 같은 특수시

설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교정시설에 대한 구체적 시설기준은 「법무시설기준규칙」(제정 2014. 12. 9 법무부훈령 63

제 971호) 에 의하여 시설면적기준과 시설 주요부분 설계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검찰시
설, 보호시설, 교정시설, 출입국 시설, 연수원 시설 등 모든 법무 시설을 포괄하고 있다.

 법무시설 기준규칙의 부속서로서 법무시설기준규칙 및 주요 부위 설계기준의 적용을 우선64

하며, 법무시설기준규칙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설계한다. 주로 설계자
는 교정시설 설계매뉴얼을 통해 동선과 보안, 조닝, 역별 프로그램 및 프로토 타입이 제한
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한 기준 등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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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법무시설기준규칙의 목차구성



또한「법무시설 기준규칙」 중 교정시설의 세부 구분을 분석하면, 구치소

와 교도소는 시설의 특성 및 사용자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설 

분류 기준을 따르고 있다. 법무시설에 포함되는 여러 시설은 요구되는 공간의 

성격이 각각 다르므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

여 다른 법무시설과는 별도의 시설기준인 「건축설계표준지침」이  정립 될 필

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림 2-30]

□ 교정시설 설계매뉴얼

2004년 제정된「교정시설 설계매뉴얼」은 「법무시설 기준규칙」의 부속

서로 법무시설기준 규칙 및 주요부위 설계기준의 적용을 우선하며, 「법무시설 

기준규칙」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 설계매뉴얼」을 참고하고 있다. 

설계사무소에서는 본 매뉴얼을 통해 보안, 동선, 조닝, 역별 프로그램 및 프로

토타입이 제한된 사항들에 대한 기준 등을 얻을 수 있다. 

「교정시설 설계매뉴얼」은 크게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 2장에서는 

교정시설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과 공통사항을 서술하고 있으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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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교정시설 설계매뉴얼의 목차구성



7장에서는 교정시설 주요 공간 및 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8-11장에

서는 구조 및 토목 그리고 전기·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실무협의회

기본설계 확정을 위해 실무협의회와 건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무

협의회는 기본설계단계에서 2-3차례 실시하고 참여 구성원으로는 기획조정실 

시설 담당관 1인, 교정본부 복지과 시설 담당 1인, 일선 기관의 복지과장 1인, 보

안과장 1인 그리고 시설담당자 1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건축협의회

건축협의회는 기본설계 확정을 위해 기본설계 이후 한 차례 진행되고 있으

며, 참여 구성원으로는 법무부 차관 1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1인, 설계·건축·운

 위원 각 1인씩 총 3인, 일선 기관과 지방청장 및 해당 기관 소장 각 1인 총 2명

으로 전체 구성원은 7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무협의회와 건축협의회 구성 및 참여 시점은 다음 [표2-11]과 같다.

[표2-11] 협의회 구성, 출처:  복지과 시설담당관(2016.12.07. 인터뷰진행) 저자 재구성, pp.95-96

실
무
협
의
회

실무협의회의  시점 
및 횟수 
(기본 및 실시설계 단
계에  실무협의회를 
갖는다고  했지만,  더 
자세한  시점을  파악
해야함)

단계 ∨ 횟수

·기본설계  작업 
중에 실

초기기획 -
·기본설계 작업 중에 실시

기본설계
∨ 2~3

회
·기본설계 작업 중에 실시

실시설계 -

·기본설계 작업 중에 실시
착공 이후 -

실무협의회의 구성원

소속 직책 인원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

-
(위원장) 1

교정본부
복지과

시설담당
(위원회) 1

건축설계 -

일선기관
 (End User)
기타

복지과장
보안과장
시설담당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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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설계단계

실시설계 90%가 진행된 시점에서 예산변경신청이 이루어지므로 시설 관

련 법규 혹은 기준 및 규칙이 개정되거나 공사 진행 후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담당자와 수시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5) 시공단계

시공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사관리, 준공검사 등의 수행이 적합한 시공

자와 감독관 선정 및 시공관리업무가 진행된다.  이후 일선 기관과의 현장 업65

무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무협의회에  참석하
는  일선기관의  직원
은 각 과 별로 의견을 
종합한  내용을  가지
고  회의에  참석하는
지?

·각 과별로 의견을 모으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시설
이전 시점이 상당히 많은 남아서인지 관심도 많이 
없을뿐더러, 단편적인 요구만을 주로 함

건축
협의
회

건축협의회의 시점 
및 횟수

단계 ∨ 횟수
·기본설계를 확
정하기 위해서 

진행

초기기획
기본설계 ∨ 1회
실시설계
착공 이후

건축협의회의 구성원

소속 직책 인원

·협의회는 위원
장 1인과 위원6
인 등 7인으로 

구성

법무부 차관
(위원장) 1

법무부

기획조정실
장

교정본부장
(당연직 위
원)

1

설계·건축·운  등 위원 3

회의 구성원일선기관
 (End User)

지방청장 
및

해당  기관
소장

2

건축협의회에 참여하
는 위원은 어떤 과정
으로 선출하는지?

·시설의 설계, 건축, 운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또는 300억원 미만으로 기65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를 통해 
입찰 참여자에 대한 사전 시공경험·기술능력·경 상태 및 신인도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
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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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층적 이해관계자의 참여 시점 및 방식

현재 국내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 과정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하는 단

계는 대략 2-3년 소요되며 전체 기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해관계

자들 간의 갈등은 건축 생산 과정이 길어지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림 2-32] 건축 프로세스 단계별 관련 주체들의 관계 

포괄적인 이해에 근거한 이해관계자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발주처인 법

무부를 중심으로 관계 행정당국(기획재정부, 조달청,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과 

법무시설 조성 시설담당관실,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와 복지과, 사용자(실무담당 

교도관, 수용자, 민원인) 등이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향력 있는 이해

관계자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안전을 도호하고 봉사할 의

무가 있으며, 정책 협의를 통한 지원과 협조 의무 또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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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호  시설  조성과  관련된  가장  주요한  이해관계자로는  지역주민이  있

다. 비선호 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항상 지역주민들의 반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설 유치로 인해 해당 지역사회에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집단과 기

존 교정시설 이전으로 인해 현 부지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

이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반대 측과 찬성 측,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외부  이해관계자로는  독립적  국가기구인  인권위원회가  있다.  시설  조성 

시 수용자 혹은 관리자와 관련된 인권 침해와 분쟁 요소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

할 수 있고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언

론매체 기관으로서 이해관계자는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

게 공유하고 사실 확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릴 의무를 갖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을 조정

하고 협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건축 생산과정에 대응

할 것인지에 주요 역할 및 입장을 갖고 있다.

[표2-12]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역할 및 입장

담당분야 주체 이해관계자들 주요 역할 및 입장

정책관련 중앙정부 및 기관

법무부
- 이전 계획 수립 용역의 발주처 
- 제도로 인한 한계로 일부 이해관계
자 배제의 원인 제공

구로구
-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며 
공감대 형성 및 요구사항 수용 및 갈등 
해결 노력

일선기관 - 최종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행태와 역할을 보임

지역관련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 정보 및 인식 부족 등으로 이해관계
자로 참여하지 못함

건축관련 건축 및 도시 전문가

심위위원회 - 시설에 대한 경험 및 이해 부족

설계사무실
- 시설에 대한 경험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해 설계에 대한 주도권 약화 

- 소극적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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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교정시설의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과의 차이 검토

현재 국내 실정에서 교정시설이 공공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

이 필요한지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정시설과 공공 부분 건축의 건축 조성과

정의 차이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이에 따른 건축 생산 단계별 기준에서 설정하고 이는 

참여 이해관계자와 이들의 역할 및 갈등 해결 방식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

자 한다.

(1)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근래 도시 환경 및 건축 디자인 강화를 위해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및 디

자인 심의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개별 프로젝트의 특징 및 상

황을 고려한 관리보다는 획일적인 행정 중심의 기준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

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보다 나은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는 건축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역할 및 입장이 명확하게 정립되고 

디자인 과정의 진행 및 관리에서 공통적인 이해와 방향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한 기준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고자, 20︎09년 

12월 건축 ︎도시 관련 행정담당자, 사업시행자,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 공공부

문 건축디자인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따르거나 참고하여야 할 지침으로서,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원칙과 바람직한 방

향을  제시하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864호)이 고시되었다.  이 기준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개선 하는 데 66

있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과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 건축기본

법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다. 

 차주  외 2, “좋은 공공건축 만들기 1”, 건축도시이론연구소, 2014, p.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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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제정의 목적은 “공공 건축은 주민 삶과 

접한 시설임에도 불구, 그간 양적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획일적 디자

인과 각 부처별로 다양한 공공 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별 사업 시행지침 

등에 양질의 디자인을 위한 업무절차는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관계부

처 합동으로 사업 주체(지자체 등) 역량 강화 및 공공 건축 사업절차 개선 등”67

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최근 (2019년 7월 3일)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공공 건축 설계 개선을 위해 디자인 단

계별 업무절차를 구체화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개정하 다.

그동안의 공공 건축 디자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된「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에는 설계사무소 선정방식에 대한 내

용이 추가되었다.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 건축 사업의 실속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내실화를 다지

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설계 공모 우선 적용 대상 외에도 최저가격 입찰

자 선정방식을 지양하고 설계 공모 등 디자인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설계자를 선

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발주방식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있다. 

주목할만한 사항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총괄 ‧ 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다는 점이

다.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 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설계자가 책임 의식을 갖

고 건축주ㆍ시공자ㆍ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목적 및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설계자가 시공과정까지 참여할 방

안도 규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법령정보,  http://www.molit.go.kr 참고67

- �  -79

http://www.molit.go.kr


새로 개정된「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구성을 살펴보면,  건축

물과 공간환경을 디자인(기획, 설계, 개선)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과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한 장소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이

고 상세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과 같은 개별 건축행위에 관한 규제보다는, 건축

물과 공간환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디자인의 최고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이해관

계자들이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행동규범을 제시하고 기획단

계, 계획 및 설계단계, 시공단계 그리고 사용 및 유지 관리가 일관된 체계로 지속

할 수 있도록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표 2-13]

[표 2-13]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구성 (시행 2019.7.4)

건축생산단계 주요내용

총칙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기본방향

민간전문가 참여방안
민간전문가 참여의 활성화
총괄 공공건축가의 역할 등
민간전문가 업무 지원

건축디자인 단계별 기준

사전조사 및 사업관계자 의견 수렴
사업계획 수립

설계 발주방식 결정
기왹업무 의뢰 및 사전검토의 실시

양질의 설계안 구현
설계의도 구현

기타
교육 및 홍보

다른 명칭의 민간전문가에 적용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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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디자인 단계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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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정시설 조성 관련 기준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간극

공공성 증진을 위한 교정시설 건축 생산과정의 재설정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을 바탕으로 하는 시설별 건축디자인 기준으로 규

정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기본원칙, 단계별 기준의 정합성 확보를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

정시설의 특성과 여건 속에서 더욱 구체적인 건축 단계별 업무체계 및 수행과정

을 규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현행 교정시설 조성 관련 업무에서 개선 및 강

화가 필요한 점들에 대한 진단과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교정

시설의 조성 체계 및 절차에 맞게 필요한 항목을 구체화하면서 교정시설 생산과

정을 반 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침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정시설 

조성 관련 기준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

다.

단계별 업무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 2-14]와 같다. 

[표 2-14] 단계별 업무 내용 비교 (공공부문 건축디자인기준/교정시설)

구분 교정시설 건축디자인 지침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비고

기획

사업기획 사업추진체계준비

후보지답사 및 선정 -

- 사전조사

- 목표,방향, 비전 설정

기본조사설계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방식 결정

계획 및 
실시 설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 분석

개발 방향 및 목표 설정 디자인 개념 설정 

- 기본계획의 수립

- 통합디자인 시행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본안 검토 및 최종안 작성

사업비 변경 디자인검토 및 타당성 평가

시공

- 협력체계 구축

현장점검 디자인감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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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건축 생산과정에서 단계별 이해관계자의 참여 시점 및 의사소통 

방식과「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2-15]

와 같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용
- 운 체계구축

- 지속적 관리

[표2-15] 단계별 이해관계자의 참여 시점 및 의사소통 방식 비교

교정시설 건축디자인 지침 공공부문 건축디자인업무기준

기
획
단
계

관련부서 협의체 정부기관- 전문가

주민협의체 설립 워크샵

디자인거버넌스 전문가

사전조사 정부기관/전문가 정부기관- 전문가

목표 및 방향 설정 정부기관-전문가-지역주민

프로그램 기획 및 검토/ 
수행방식 결정 전문가

타당성 및 사업방식 검
토 정부기관-전문가

디자인 코디네이터 구
축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및 설계관리 정부기관-전문가

주민설명회 정부기관-전문가

사전조사

계
획 

및 

설
계
단
계

대상지 분석 정부기관/전문가 MA/디자인팀

기본계획 및 설계 개념 
설정 전문가 건축가-주민워크샵

기본안 작성 건축가 정부기관-건축가

주민의견청취 정부기관-전문가/지역주민

타당성 및 사업방식 검
토 전문가 건축가

최종안 결정 심의 정부기관-전문가-지역주민

사업설명회 정부기관-전문가/지역주민

실시설계 실무협의회/건축협의회 건축가-디자인리뷰

교정시설 건축디자인 지침 공공부문 건축디자인업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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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과 규범, 

혹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교정시설의 특성과 여건 속에

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며 현행 교정시설 건축 생

산과정에서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진단과 분석 결과에 기초하

여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개별적으로 그리고 산발적으로 수립했던 교

정시설 관련 지침과 기준을 통합, 보완, 정리를 통해 법무부가 세운 목표를 실현

하는 수단인 교정시설 건축계획 기준의 위계를 정립하고 나아가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이고 능동적 유지 관리가 가능한 지침서이자 안내서로서의 가치

를 부여해야 한다. 

시
공
단
계

사전협의 건축가

테스트주도

현장점검 일선기관(사용자)

설계변경 일선기관-전문가

시공 및 디자인 감리 전문가 전문가
관
리 
및 
이
용

 모니터링 및 보고 전문가

보완사항 피드백

교정시설 건축디자인 지침 공공부문 건축디자인업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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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교정시설의 공공성 결여

레더락(John  Paul  Ledrach,  1989)에  의하

면 갈등을 구성하는 3요소는 사람(people), 과

정(process),  그리고  문제(problem) 로  구분할 68

수 있으며 갈등관리에서도 갈등의 3요소에 어

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하 다. 우

선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

의 한 요소인 ‘사람’이 다른 분야의 이해관계

자와  상호작용과정에서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 인식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과정’은 

주로 결정이 만들어지는 방법과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

타낸다. 다음으로 ‘문제’란 사람들이 그들 간에 가지는 이해관계와 가치 및 입장

의 차이를 말한다.  따라서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반대입장을 69

가진 ‘사람’을 참여시킴으로써 ‘문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

이 중요하다.

국내 교정시설의 공공성에 관한 논의를 위해, 국내 교정시설이 직면한 쟁

점을 살펴본 결과 비선호 시설의 입지갈등, 주민 참여 배제로 인한 갈등,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한 전문가 부족으로 설계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교정시설의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교정시설

의 건축 생산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의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음

을 확인하 다. 교정시설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필요충분 조 도출하는 근거마련

을 위해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분석을 통해 현 공공 건축에는 어떠

한 관점으로 고려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내 교정시설과의 차이점을 공공성 

증진을 위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도출할 수 있다.

 존 폴 레더락, “갈등전환”, 2014, KAP68

 박진, “공공갈등 관리매뉴얼, 건설ㆍ환경 분야 사례”, 2009,  pp.118-1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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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 갈등의 요소, Ledrach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교정시설은 제도적 문제, 이해관계자들의 의

사소통 부재 그리고 전문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전문가 부

재로 문제점을 분류할 수 있다. [그림2-35]

 

(1) 제도적 문제

국내 교정시설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검토해 본 결과, 첫 번째 문제점은 교정

시설 조성 시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의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

적 상황으로 인해 일본 교정시설의 기준을 필요에 따라 여과 과정을 갖지 못한 

채 작성되었다. 이로 인해 교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이념과 철학이 국내 교정시

설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실제로 교정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요

구를 충실히 반 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법무시설 기준규칙」은 현재 

공간의 성격이 각각 다른 검찰시설, 보호시설, 교정시설, 출입국 시설, 연수원 시

설 등 다양한 시설들을 같은 양식의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담아 놓고 있어 교정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법무시설과는 별도의 시설기준이 필요하다. 또

한, 건축기획 관련 업무는 건설기술, 건축 서비스, 건축설계 관련 법 제도에 산재

되어 있고, 교정시설과 군사시설은 건축물의 구조나 이용 목적 등에 있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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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 교정시설의 공공갈등의 개념



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정 및 군사 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업무 관계자뿐만 

아니라 건축가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분리가 시급하며 이

에 따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시설 조성 시 생산 단계별 업무 기준 설정이 미흡하다. 기본구상 

및 계획단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의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

이 지어지고 있으며 이는 후에 지역사회와의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어 설계과정

이 길어지는 요인이 되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용 증가로 연결된다.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너무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비

용 및 면적 산출이 어려워 설계안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시설의 

장기적인 운 계획 및 검증 절차가 없어 추후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

이 도출되었다. 공공시설로서의 교정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조성 과정을 합리화

하고 재설정하여 지역 여건이나 주민 수요를 반 한 공공시설로의 개선이 필요

하다. 

세 번째로, 시설 조성 관련 기준의 법적 위상 재고 및 연속성 확립이 필요하

다. 현재「법무시설 기준규칙」은 법무부 자체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고,「교정

시설설계매뉴얼」은 법적 위상이 없어 교정시설 설계 과정에서 국한된 관계자

의 개인적 의견에 의해 설계가 변경되거나, 준공 후 사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발

생하여 설계변경 요구가 생기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교정

시설 건축설계 관련 기준에서 제시하는 수준이 무시되는 사례와 설계변경에 의

한  설계비  상승,  설계과정이  복잡해지고  무질서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다. 위 두 가지 문서는 교정시설 기능 및 목적에 따른 세부 요소별 분류가 불명확

하여 배치 및 동선 등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있고, 기능별 공간의 사용상 문제

점 및 애로사항이 많다. 또한, 개정 주기마다 교정공무원의 시설에 대한 비전문

성과 담당 부서의 불확실성으로 단순 설비와 면적에 대한 의견만 개진되어 교정

시설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완전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설계자의 이해를 충

족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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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 낭비

와 건축 생산과정이 길고 복잡해지며 일관성 또한 상실된다. 이는 업무의 효율

성을 저하해 결과적으로 좋은 교정시설을 만들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과 관련된 많은 전문가와 실무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교정시

설의 합리적인 건축 생산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방법 및 시점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은 건축 생산과정이 길어지는 요인 중 하나이다.

교정시설 초기 조성과정의 대부분이 행정 주도의 관료적 행태를 보임에 따

라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여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로 교정시설 조성에 있

어서는 기획업무를 단순히 행정업무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설계사무소 선정은 PQ 방식(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이나 가격 입찰제로 

이루어져 디자인 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지침으로 정해진 시설

의 면적 기준에 따른 예산 범위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수준에서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별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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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 교정시설 건축생산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시점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기본계획, 건축심의 그리고 시공 단계에 이르기까

지 일관된 기준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각 단계별 참여하는 관계자의 구성이 다

르고 의견도 때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설계매뉴얼이 있음에도 법적 위

상이 없어 감독관, 시설담당관, 본부장 등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 의견이 

설계과정에 개입되기 쉽고 그에 따라 설계 사항들이 수시로 바뀌는 문제점이 있

다. 특히 과업지시서 이외에 지역 주민이나 사용자의 의견이 계획상에 반 되었

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무협의회 및 건축협의회는 실시설계 90% 정도가 완료된 시점에 기본설

계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추후 설계상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수

정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설계를 심의하

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

해 결정되고 있다.

건축물의 실사용 주체인 일선 기관의 참여는 소극적이며 건물이 물리적으

로 드러난 시점에 현장 점검 협의 과정 단계에서 설계변경 요구가 이루어져 공

사 기간 증가뿐만 아니라 공사비 또한 늘어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공공성은 각기 다른 사회구성원 사이의 말

과 행위 즉, 의사소통 행위를 통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것, 공공 역은 이러한 

의사소통 행위가 가능하도록 구성원들 사이의 다양성이 전제되는 곳’ 이라고 70

하 다. 이는 교정시설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및 의

견을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의사소통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지

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공공성을 증진 시키는 필수요건이다.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태정호 역, 파주 한길사, 1996, pp.102-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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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부재 및 전문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앞서 기본구상 및 기획 단계에서 담당자의 비전문성 및 타당성 조사의 부

실 등 업무체계의 부실이 지적되었다. 또한 교정시설의 기본 구상에 대한 별도

의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제도의 부재로 건축 및 공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직 공무원에 의해 기획업무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부정확한 

수요 예측 및 부실하고 획일적인 건축설계 지침 등의 적용으로 인하여 교정시설

의 품질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추진되기보다는 발주처 및 해당 기관 지방자치

단체장의 정책적 결정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초기 기획단계에서 

사업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부서의 담당자

를 선정하고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건축 전문가의 참여방식과 범위를 결

정할 필요가 있다.

설계사무소에는  건축설계  이전에  재능기부  차원에서  기획업무를  수행하

고 결국 기획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되어

야 하므로 이용자 수요, 비용편익분석 등 사업 타당성 조사 시 객관성과 신뢰성

을 확보하지 못하고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계도 발견되었다. 사업 타당

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소나 설계사무소는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발주처 및 해당 기관의 입장과 의견을 최대한 반 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설계사무소로서는 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보 및 데이터가 부족하여 물리적인 공간을 계획하는 데 한계

가 있다. 반대로 건축 외의 분야에서는 시설을 물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문

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건축 기획업무와 관련

한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도 크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분야의 전

문가들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며 중재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다. 따

라서 기획업무에 관련 주체가 속한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고 이견을 조율 할 수 

있는 건축 전문가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  -90



2. 3 소 결: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 중재할 건축 전문가 필
요

현재 국내 교정시설 조성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보안 시설이라는 특수성으

로 인해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기획, 설계, 시공 및 사용의 생산단계에 다양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할 의사소통의 장이 

폐쇄적으로 비합리적이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 조성과정은 정부 주도의 행정절차 위주로 진행됨에 따

라 기획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할 목표와 방향,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이 취약하

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단순 용역 형태로 진행되는 설계업무는 최종 사용자나 

관리자의 의견이 반 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시공 과정에서 무리한 설계변경

을 초래하기도 하며, 준공 후 사용자들이 공간을 변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선 기관 즉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아 완공 

후 사용자가 공간에 적응하는 형태로 잘못 운 되고 있다. 특히, 기본구상단계

는 건축 전문가의 참여 없이 예산편성을 위해 수행되고 있어 설계 및 시공단계

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 기간 및 비용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교정시설은 특히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에 있어 시설의 이미지 변화가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방

식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은 단순 행정협의나 통보만으로 설계가 확정되는 경우

도 있고,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공간은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설계지

침에서 제시한 지역의 실정과 맞지 않는 일괄적인 프로그램이 들어와 지역주민

의 불만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교정시설은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아

무리 좋은 시설을 만든다고 해도 좋은 건축물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환경을 이

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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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건축 생산과정을 위해서는 초기 구상단계부터 다층적 이해관계

자 간의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다층적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들의 긴 한 협업이 중요하다. 합리적인 건축 생산과정은 발주

자의 기획 및 업무 역량이나 건축에 대한 의식 수준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 기본

구상 및 계획 단계는 향후 사업 방향을 큰 틀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으로 단

순한 관리 이상의 책임과 권한이 요구되며 교정시설과 같이 사업의 규모가 크

고 복잡한 시설일수록 오랜 경험을 통한 숙련된 전문가의 역할이 별도로 요구된

다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현황에서 의사소통의 매개적인 역할71

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건축가로서, 시설에 대한 건축적, 도시적 이해와 그와 관

련 된 시스템을 이해하고 다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전

문가가 도입되어야 한다. 교정시설 생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바탕으로 교

정시설 조성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위상과 관계 분석을 통해 향후 보다 합리적

인 의사소통을 위해 전문가 도입이 필요하며, 교정이념의 변화는 과거의 폐쇄적

인 시설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을 요구하고 이는 건축 생산과정에서 건축가의 역

할이 요구된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설계와 함께 이해관계자와 이들

을 중재할 건축가가 필요하다.

 장성준, op. cit., 2002, p.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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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교정시설 공공갈등과 생산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방식

3.1 Group A: 지역사회 반대

3.2 Group B: 지역사회 갈등 조정

3.3 Group C: 지역사회 적극 협조

3.4 소 결: 단계별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

소통 및 대응의 차이

2장에서 교정시설의 공공성 증진 및 합리적인 건축 생산과정을 위해 다층

적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을 중재할 건축 전문가의 필요

성을 언급하 다. 3장에서는 교정시설의 논의 범위를 신축 및 이전 과정에서 발

생하는 공공갈등의 원인이 교정시설 생산과정에 관여하는 제도로 인해 이해관

계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를 위

해 개별 사례를 선정해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본다.

사례 분석의 주요 내용은,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 사업 진행 배경과 과정을 

통해 교정시설 이전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및 협의 내용 분석을 통해 사

업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의 역할 및 입장에 따른 갈등과 해결 과

정에서 드러나는 의사소통의 문제점과 성공 요인을 도출하여 교정시설 건축 생

산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탐색한다.

- �  -93

[그림 3-1] 사례 분석의 주요 내용



본 연구의 분석 틀로서, 교정시설 관련 건축디자인지침에 따라 생산단계

를 이전계획 및 부지선정, 기본구상 및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로 구분

하며, 교정시설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가 어떠한 절차를 거

쳐 그 생산과정에 반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

어지는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의 틀을 [표 3-1]과 같이 제시하 다. 이 분석 

틀을 각 사례 연구 방식으로 분석하고, 실제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이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어떠한 향 관계를 주고받으며 최종 결과물을 구성해 나가는지 알

아본다. 

[표 3-1] 생산단계별 의사소통 내용과 이해관계자 참여와 참여 방식의 확인을 위한 틀의 구축

구분
교정시설 
건축디자
인 지침

A B C A B C A B C A/B/C

생산과정
이해관계자
들의 참여시

점

의사소통 방
식

참여정도
정부/행
정

일선기
관

건축/전
문가

지역주
민

이전
검토 이전추진계획

기획

사업기획

후보지답사 및 
선정

기본조사설계

계획 
및 실
시설
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개발방향 및 목
표 설정

기본설계 및 실
시설계

실시설계완료

사업비변경

시공

착공

현장점검

설계변경

완공

사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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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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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Group A: 지역사회 반대 사례/안양교도소

3.1.1 분석 대상 개요

(1)시설 현황 및 특성

1963년 건립된 안양교도소는 대지 38만8000㎡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

물 규모로 배치는 전주형 배치를 갖추고 있다. 수용자 정원과 직원 수는 각각 약 

500명, 약 1,930명으로 중구금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다. 안양교도소는 현재 

국내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로 시설이 노후화 되고 규모가 협소하여 과 수용72

이 심각하고 수용 환경 개선을 통한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존 교정시

설의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1963년,  안양교도소는  마포형무소를  거쳐  현  위치(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20)로 이전하여 시설을 운 하던 중, 1989년에 확정된 택지개

발사업계획에 따라 안양시 일대에 평촌 신도시가 건설되자 지역주민의 이전 요

[표 3-2] 안양교도소 시설개요

Group 
A 시설 개요 배치유형

안양
교도
소

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20

준공일 1963.07.30

대지면적 388,623 m2

건물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전주형 배치)

사업경과 현위치 재건축 계획- 중단
�

 법무부는 1995년, 1999년 2차례에 걸쳐 안양교도소 구조안전진단을 한 결과 주벽 등 7개 시72

설물에 대한 구조보강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다. 안양교도소 건물 안전등급별 현황을 살
펴보면, A급이 17동, B급이 17동, C급이 50동임을 알 수 있으며 C급의 조속한 보강이 주를 이
루어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법무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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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시작되었다. 처음 안양교도소 입지 할 당시에는 도시 외곽이었으나 도시화

가 진행되면서 점차 교도소 주변으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가 집하게 

되며 교통의 요지로 발전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안양교도소가 위치한 동안구

는 교도소가 있다는 이유로 개발에 지장을 주며 지역주민의 경제 환경에 부정

적 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전 민원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인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안양시민들이 안양교도소의 이전을 요구하게 되는 배경

이 되었다. 

시설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노후화가 심각하여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

만,  교도소의 이전을 반기는 지역은 없고 현 부지에서의 재건축은 지역주민의 73

지속적인 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 3-2] 강풍에 의한 안양교도소 담장 붕괴                                  [그림 3-3] 안양교도소 내부 노후화 현황 
                                출처: 안양교도소                                                                               출처: 안양교도소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재건축 판결을 받았지만,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반대로 진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안양시의 건축협의 불가통보

로 행정소송까지 제기되어 1·2·3심에서 모두 법무부 승소 판결 을 받았지만 이74

러한 법적 절차로 인해 안양시와 주민들과 또 다른 갈등을 불러와 갈등은 가중

되며 여전히 재건축 진행은 제자리걸음이다. 

 중앙일보,  “좋은  교도소  가려  일부러  항소하는  ‘철새’들”,  2018.6.26.,  URL:  https://73

news.joins.com/ article/22747094, 접속일: 2018.11.12.

 경인일보, ’안양교도소 이전’ 市노력 물거품, 2013년 8월 19일, 제23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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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획재정부에서는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안양시·의왕

시에 소재한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그리고 안양소년원을 같이 통

합하여 경기 남부 법무타운을 조성하여 이전하고 예비군 훈련장 군부대를 안양

시로 이전하는 지자체 간 교환사업을 추진하고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과 

관련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계획 발표를 하 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

산 되었다. 법무부와 안양시 입장에서는 재건축 또는 의왕시로 통합 이전이 추75

진될 것으로 기대하 으나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여전히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로 재건축 협의가 잠정 중단, 연기된 상태로 공공갈등은 여전히 진행 

상태이다. 

(2) 신축 및 재건축 배경

안양교도소를 둘러싼 법무부와 안양시 그리고 지역주민들 간의 주요 갈등

은 ‘교도소 이전’을 할 것인가 ‘재건축’으로 할 것인가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 불일치의 문제이다. 

① 이전 부지 (신축)

1999년 10월 안양교도소는 안양시 만안구 석산부지를 후보지로 발표하

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고, 2000년 8월 민간에 의해 시흥, 안산시 등이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었으나 이 또한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같은 해 12월 광

명시 일직동으로의 이전을 추진하 으나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

다. 2001년 7월에는 교정시설 이전을 위한 교정시설 기부자 공모를 추진하 으

나 이행되지 못하 다. 2004년 11월 안양교도소 부지 내 안양지원 지청과 교도

소 병설을 추진하 지만,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76

 경기남부,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 시민공청회 무산, 2015년 4월 21일75

 안양시민연대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요약 및 재구성 함, https://ngoanyang.or.kr/76

2028, 검색어: 안양교도소, 이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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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재적이던 이전 문제는 2011년 10월 안양교도소 이전 대상지 1 안

으로 안양시 만안구 군부대 탄약고 부지, 2 안으로 화성시 송나저수지 인근으로 

선정하여 법무부에 제출하며 다시 점화되었다.77

안양시가 제1 부지로 지목한 박달동 부지는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의 결절

점에 위치하며, 기능적인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치이다. 이에 대해서

는 2011년 3월부터 7개월 동안 ‘안양 교정시설 이전부지 및 이적지 개발 타당성 

검토’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하 으나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해당지역78

의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이 반발하자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갈등만 

가중했다. 이후 다시 제2 부지로 지목한 화성시 송나저수지 인근 부지는 아무런 

용역 의뢰나 보고서도 없는 상태로 안양시와의 갈등만 남긴 상태이다.

 

 경기일보, “심재철, 안양교도소 이전지 화성시 송라리 검토 촉구”, 2012년 02월 08일 기사77

 경기일보, “안양교도소 이전 구체적 계획안 공개하라”, 2012년 02년 20일 기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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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안양교도소 이전부지 (검토안) 
출처: 국토연구원



② 종전 부지 재건축 검토79

이전 부지로 지명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이전 계획이 계속 무

산되자, 안양교도소는 재건축 하기로 하고 2006년경부터 이를 추진 해 왔다. 이

에 안양시의회 의장 등 26명으로 구성된 시의원들은 안양교도소를 참관하고 안

양교도소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상생을 제안하며 안양교도소의 재건축 

필요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취지에 공감을 표명하 다. 

그 결과 2007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재건축 승인을 받게 되고 안양교도소

장과 안양시장은 재건축 관련 질의와 응답을 서로 주고받으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 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설계사무소 기본설계 용역 계약이 체결되고 구

치소와 의료교도소를 신축한다는 계획으로 2008년부터 안양시와 협의로 프로

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2010년 7월에는 국회의원 주관하에 안양시 및 전문가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재건축 관련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 다. 이 공청회

를 통해 안양교도소는 사업부지의 30% 이상 주민체육시설 조성을 제안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기본설계를 확정하 다. 

[표 3-4] 안양교도소 재건축 계획안 개요

현부지 재건축 (안) 조감도

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20

사업방식 법무부 직접 추진

예산 1,295억원

부지면적 약 69,063 m2 (29.1%) 주민체육시
설

�

 국토연구원, “교정시설 입지갈등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2011 를 참고로 연구자 요약 및 7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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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새로  취임한  안양시장은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를 선거공약으로 앞세워 안양교도소 이

전을 요구하 다. 이와 동시에 안양시는 안양교도소 측과 어떠한 상의 없이 ‘안

양교정시설 부지 및 이전적지 개발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양교도소 이

전 적합 부지로 안양시 박달동 일대를   제시했음이 드러나 만안구 지역 정치인

과 주민들의 반발을 사며 재건축 계획은 다시 무산되었다.

2011년 법무부는 재건축 협의에 응하지 않는 안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 고, 3심에 걸쳐 대법원판결에 모두 승소 하게 되었으나 재건축 사업80

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반대로 인해 더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안

양교도소 재건축 계획으로 인해 설계비로 27억 이상을 사용하 고, 이는 사회

적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적 낭비로 막대한 손해를 남겼다. 

 한겨레신문, 안양시, ‘안양교도소 이전 소송’ 패소, 2013년 1월 8일 기사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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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생산단계별 의사소통 방식

(1) 프로젝트 단계별 갈등 및 내용

안양교도소의 이전 및 재건축과 관련된 갈등은 1989년 평촌신도시 건설 이

후 발생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인 대표적인 공공갈등으로 시간이 길어진 만큼 다

양한 양상의 갈등 단계를 거쳐 왔으며, 각각의 단계는 갈등의 원인에 따라 구분

된다. 현재는 재점화·심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

위원 회의 재건축 결정 이후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다양화됨에 따라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 간, 중앙정부와 주민 간 갈등으로  더욱 증폭된 상태이다. 

안양교도소의 재건축 추진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3-4]와 같

다.

[표 3-4]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 내용, 출처: 국토연구원, “교정시설 입지갈등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011, 를 참고로  
연구자 정리

갈등
단계 구분 내 용

①
이
전 
계
획
 
및

부
지
선

갈등
발생
단계

1989 평촌 신도시 건설 이후 지역주민 이전 요구

1995 안양교도소 1차 구조안전진단 실시

1998 재건축을 위한 예산편성(반대민원으로 예산 삭감) 법무부

1999
재건축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 (지역주민 및 시의원들의 극
심한 반대로 보류, 설계비 예산 전액 불용)

법무부, 설
계발주, 지
역주민 반
대

1999.05 안양교도소 2차 구조안전진단 실시 (일부 구조보강 등 개축 
시급)

1999.08 안양시민 6,200여명 안양교도소 시 외곽 이전 요구

1999.10  6개 후보지중 석수동 석산부지 선정하 으나 주민반대로 
무산 주민반대

2000. 08 민간에 의한 이전 추진 (이전후보지 주민반발로 무산)

민간사업, 
시흥, 안산
시 주민 반
발

2000.12 광명시 일직동 일대, 이전 추진하 으나 지역주민 반발로 무
산

광명시 지
역주민 반
발

2001. 02 안양시에 현 위치 재건축 협의하 으나 불가 표명

2001.07 교정시설 이전을 위한 교정시설 기부자 공모 - 무산

2001.12 안양시에 현 위치 개축 협의하 으나, 곤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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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2003. 05 현 위치 재건축 위하여 예산 요구하 으나 기획재정부 불인

정

갈등 
재점
화 
 단
계

2004. 11 안양교도소 부지 내 안양지원,지청, 교도소 병설 추진하 으
나 법원행정처 반대로 무산

법원행정
처 반대

2006. 10 안양시 의회 의원단 교도소 참관 (재건축 추진) 의장 등 26
명

2006. 10 안양시 의원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위 구성 등 상생 제안

2007.07 안양교도소 재건축 승인 요청 보고
안양교도
소장 → 법
무부장관

2007.07 안양교도소 재건축 승인
법무부장
관→안양
교도소장 

2007. 12 재건축 관련 질의
안양교도
소장 → 안
양시장

2008. 02 안양시장 교정시설 참관 안양시장

②
기
본
설
계

2009.12 기본설계용역 계약 체결 법무부

2010. 05 재건축 기본설계안 안양시와 협의 법무부-안
양시

2010. 07

국회의원
주간으로 
안양시 및 
전문가 등 
관계자 참
석

2010.07 안양시장 새로 부임, 새롭게 조정

2010. 08 재건축 관련 안양시장 면담
안양시장 
→ 본부 복
지과장

2010.12
재건축 관련 안양시장 법무부 방문(장관실)
- 안양교도소 재건축 사업은 구조안전상 문제가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계획대로 추진하겠음 (법무부 장관)

2010. 12 재건축을 위한 1차 건축협의 신청  (* 불가 통보 4회) 건축과

2011. 02 교정시설 건축협의 불가 통보 안양시장 →
법무부장관

2011.03 재건축을 위한 2차 건축협의 신청(4월 불가통보) 건축과

2011.03-0
9 안양교정시설 이전부지 및 이적지 개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2011.05 재건축을 위한 3차 건축협의 신청(8월 불가통보) 건축과

2011.07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협의·조정신청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관계부처 회의5회)

재건축 관련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안양교도소 사업부지의 30% 주민 체육시설 조성 제안, 반
대의견 없음→ 설계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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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전계획 및 부지선정 단계: 하향적 의사결정

이 단계에서 안양교도소를 둘러싼 주요 갈등구조는 교도소를 어느 지역으

로 옮길 것인가에 관한 법무부와 안양시 그리고 안양시민(지역주민) 간의 이해

관계에 따른 갈등이다. 

법무부 측은 이전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먼저 이전부지를 결정한 후 통보

③
행
정
협
의
조
정 
과
정

2011.10

안양시는 지난해 10월경 안양교도소 이전 대상지로 제1부지
로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산100 번지 일대(군부대 탄약고 부
지)를, 제2부지로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산66-4 번지 일대(송
나저수지 인근)를 지목해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갈등 
심화 
단계

2012.01
제1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재건축으로 결정하고 편의시설 추가제공은 권고사항으로 
의결함)

2012.02
안양 동안을 심재철 의원,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안양교도소 
이전지 검토

2012.05
안양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 법무부 전달
- 안양교도소 이전 공동추진위 대표들이 법무부를 방문해 안
양교도소 이전 촉구를 강력히 전달함

2012.07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협의·조정 신청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관계부처 회의 5회)

2012.08
법무부, 수원지방법원에 안양시를 상대로 안양교도소 재건축
을 골자로 한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 불가통보 취소’ 행정소
송 제기

2012.12
수원지방법원은 법무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협
의불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2014. 03 대법원, 법무부 승소판결

④
실
시
설
계

2014. 04 건축협의 신청 이행촉구 (법무부→안양시)

2014. 07 안양시, 건축협의 이행관련사항 당분간 보류 요청
2014. 10 안양시장 기자회견
2014. 10 안양시, 건축협의 이행관련 설계도서 제출 요청
2015년- 실시설계 완료, 공사착공 예정

2015.04.21 의왕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 관련 시민 공청회 - 무산

의왕시(국회
의원, 도의
원, 시의원),
전문가2인, 
시민대표, 

2015.06.01
-05 의왕시- 국토연구원, 법무타운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⑤
사
업
중
단

2016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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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통적인 하향적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 고 이는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관계를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와 주민, 주민과 주민 

등 다양한 갈등 양상이 발생하며 사업 지연 및 취소의 원인이 되었다. 이는 이해

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하고 그 기저에는 특정 참

여 주체와의 의사소통의 결여 혹은 배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 불일

치의 문제이다. 

② 기본설계 단계: 지방선거- 정치적 도구화

이 단계에서 안양교도소 갈등의 주요 쟁점은 선거 공약을 통해 지역구 의

원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방선거 때마다 안양교

도소 이전 공약은 늘 있었으며 이에 따른 대안은 없었다.

안양교도소의 이전 계획이 백지화된 이후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가 2004년 11월 안양교도소 부지 내 안양지원, 지청 및 교도소 병설을 추진하

으나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무산되며 갈등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부터는 현 부지에 교도소를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안

양교도소 문제는 지역의 쟁점으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같은 시점에 법무부

에서는 안양교도소 이전 계획안을 제시하고 안양교도소 공동대책위원회를 만

들며 계속 논쟁을 이어가고자 하 으나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하 다. 이후 법

무부는 안양시가 여러 차례 건축 협의를 거부하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 

조정을 신청하 고 동시에 안양교도소 측에서는 이전후보지 두 군데를 지목해 

법무부에 제출하 다. 

이처럼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토론이 아닌 각각 다른 방향과 목적을 갖

는 방식은 갈등의 해결이 아닌 서로 오해와 불신만 쌓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

③ 행정협의 조정 단계: 법적 해결 및 행정소송

결국 2012년에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실무 회의에

서 안양교도소의 재건축이 결정되었으나 안양시가 불참하여 당사잔 간 합의는 

실패하게 되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법무부는 더 이상 안양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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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재건축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안양교도소 재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를 주

장하는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의

시설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의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안양시와 안양교도소 이전촉구공동위원회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

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 고 , 과천 청사 앞에서 안양교도소 이81

전촉구 집회 시위를 벌 다. 시민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이 시위에 동참하 는

데 최대호 안양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교도소의 현 위치 재건축을 불허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으며 ,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민주통합당 안양82

지역 예비후보자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규탄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 다.

안양시  측에서는  시민들의  반발을  이유

로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재건축협의 신청 반

려  의사를  밝혔으며 ,  안양교도소  이전  공동83

취진위원회는  안양시장에게  ‘안양교도소  재

건축 허가 절대 불가’ 건의문을 전달하 고 , 84

법무부에  방문해  안양교도소의  이전을  촉구

하 다. 

대법원은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를  두고 

재건축이  타당하다며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

소  소송에서  원고(법무부)  승소  판결법원  판

 아주경제, “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 수용할 수 없어”, 2012.02.0181

 한겨레, “안양교도소 재건축 허가 않겠다.”, 2012.01.3182

 기호일보, “안양 교도소 재건축 불가”, 2012.04.0583

 아주경제, “교도소 이전 추진위 안양교도소 재건축 절대 불가 건의”, 2012.04.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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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이 나왔다. 이에 안양시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을 표명하 고  법무부는 85 86

행정소송을 제기, 3심에 걸쳐 승소하 지만 안양시는 협의에 응하지 않는 등 서

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갈등만 키우게 되었다. 결국 대법원은 국가가 안양시장

을 상대로 낸 건축협의 불가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을 확정하 다.  [그림 3-5]87

“건축 허가 및 이에 준하는 건축협의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국가의 협의 요청을 거부

한 피고의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라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  

관계법령에서 건축허가를 시군구의 사무로 정한 것은 특정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 그 영향이 해당 지역

과 주민에 미치므로 허가권자인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하려는 취치라고 지적했다.  

국가라 하더라도 미리 지자체장과 협의하지 않으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따라서 지자체장이 협의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이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는 이상 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대법원판결 내용 중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공용건축물을 짓기 전에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85

권자에게 건축협의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없다면 관계법령에
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록 참고

 한국일보, 2013.01.1986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판결, 사건번호 2013두159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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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의사소통 방식

안양교도소의 신축 및 이전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의 주체는 법무부, 안

양시장, 안양의회, 국회의원, 시의원, 이전추진위원회,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으

로 매우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주요 갈등 주체는 크게 법무부와 안양

시 그리고 지역주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3-5]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의사소통 방식

구
분

주요 이해관
계자

입장 의사소통 방식

공
공

중
앙
정
부 
및 
기
관

법무부 재건축 찬성

- 노후화된 시설의 재건축 필요 
- 이전을 위한 대안이 없음 
- 안양시장의 건축협의 거부에 대하
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 조
정시성, 국토부, 안행부에 협조요
청 및 행정소송 제기(대법원 승소 
판결, 2014.03.13) 

- 소극적 태도 
- 정치적 도구화

국회예산승인 
행정절차 
법 집행

지
방
정
부 
및 
기
관

안양시 재건축 반대

- 현재 교정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안양권 통합시 중심에 위치함 

- 안양시의 장기적 미래발전을 위
한 공익목적에 배치됨 

- 타지역으로 이전 요구 
- 건축협의 거부

집회, 시위 
서명운동 
정치적 해결

광명시 시설 이전 반대
지역발전 저해 사업 반대

의왕시 시설 이전 반대

민
간

지
역
주
민 
및  
시
민·
사
회
단
체

안양교도소 
이전 공동대
책위원회(재
건축 반대)

재건축 반대 지역발전 저해 사업 반대
집회, 시위 
서명운동 
집회, 시위

재건축 찬성 재건축 찬성 지역과 시설의 공존
대화와  타협 
참여적 의사결정 
정치와 행정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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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법무부는 교도소의 이전을 추진하던 중 시설의 이전을 수용할 지역을 찾

지  못해  현  부지에서의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전임  안양시장(이필

운) 및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재건축을 결정하고, 사업 추진의 지연

은 부당하다고 판단 법적 행정소송으로 대응하 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건축물

의 건축 및 수선에 대한 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건축법 제 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88

하거나 대수선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공익적 목적이 있으며, 건축 주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허가 등을 받는 대신에 협의만으로 건축허

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인 안양시장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안양시장은 거부

하고 있다.

□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안양교도소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갈등의 제 3자인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

협의조정위원회에서는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법무부의 재건축안에 손을 들어주

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법상에는 하위기관이 따라야 한

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구속력은 없다. 결국 안양시가 반대하면 법무부 측에

서도 재건축을 추진할 방안이 없다.

□ 안양시, 안양시장 (이필운, 최대호)

2008년 이필운 전 안양시장은 법무부와의 사전협의에서 재건축을 통한 지

역주민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고 재건축 안에 찬성하 다. 하지만 안양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최대호 안양시장이 새로 부임하고, 안양교도소 공대위 

및 안양시민의 일부는 재건축 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0년 실시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88

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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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지방선거에서 최대호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

고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그 세부 계획으로서 통합 안양시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제시하 다.

□ 지역주민 반대 측

안양시와 교도소 인근 지역주민은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단독으로 

추진한 법무부의 계획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전을 요구하 다. 첫

째, 교도소가 들어선 시점인 1963년은 호계동 현 교도소 자리가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시 한복판이 되었고 둘째, 시 한복판에 오래되어 우중층한 범법자 수용

시설이 있다는 자체가 모순이며 불쾌한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

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전이 필요하다. 셋째, 안양 중심지의 얼마 남지 

않은 금싸라기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도소가 이전된다면 안양을 넘어

선 의왕 군포까지 아우르는 진정한 안양권 시대의 중심지가 될 것이기에 교도

소 이전 자체가 안양 발전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다. 

안양시, 안양교도소 이전촉구 공동위원회는 2012년 1월 31일 성명서를 내

고 ‘국무총리실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조정 결정은 안양시와 안양권 시민의 의사

가 반 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 라고 밝히89

며 국무총리실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과 관련해서 수

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

“총리실 행정조정위 결정은 안양시와 시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단호하게 반대하

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0만 안양권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자존심을 송두리채 뭉갠 정부의 처사를 강력하게 규

탄한다.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을 위해 사업부지 편의를 높여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안양시민들은 편의시설이 아닌 이전을 바란다.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이 안양교도소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유감

 경기일보, “교도소 안 옮긴다고?” 안양시는 폭발 직전, 2012.021.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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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명한다.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내는 지자체도 있는데 법무부가 그동안 다

른 희망지역 접수를 위한 홍보나 인센티브 등 이전 후보지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의문스

럽다.”  

- 이종만 안양교도소 이전촉구 공동추진위원회 위원장  90

 경기일보, 이종만 안양교도소 이전 촉구 공동추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中, 2012년 2월 1290

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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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안양교도소, 건축생산 단계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의사소통 방식



(3) 지역사회와 교정시설 공공 역의 관계

여전히 이전과 재건축을 두고 다층적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상황이 진행 중

인 안양교도소는 시설의 노후화 및 비선호 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교

도소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1) 개방 역

안양교도소는 외곽 일부 부지에 법무부 체육시설인 ① 대운동장 및 테니스

코트, ② 주차장 그리고 ③ 벚꽃길 등이 마련되어 인근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다.

□ 체육시설

외부에 있는 직원용 대운동장과 테니스장을 오픈하고 지역주민인 관리 운

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있

으며 지역의 주요 행사 및 축제의 장소로도 이용되며 지역주민과의 직접적인 교

류를 하고 있다.

 [그림 3-7, 8 ]안양교도소 지역주민 개방 체육시설 (좌: 대운동장 우: 테니스장) 

출처: 연구자 

또한 민원인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고 직원용 주차장은 주말에만 개방하고 

있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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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길

안양교도소의  역사와  함께한  교도소  진

입로 옆의 교정로 양 길가에는 50년 수령의 벚

나무 50여 그루가 매년 봄, 벚꽃이 피는 시기

에  안양교도소  외정문에서부터  교정아파트

에 이르는 200m의 교정로 벚꽃길을 지역주민 

및 민원인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다

양한  행사를  마련해  일반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교정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행사로  생긴  수익금은  전

액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지원함

으로써 벚꽃길 개방이 더욱 뜻깊은 축제가 되

도록 노력하고 있다.91

2) 매개 역

□ 소망의 집 

안양교도소는  00년  장기  수형자들의  안

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교정시설과 사

회의 완충 기능을 담당하는  ‘중간처우 시설’92

인 소망의 집을 국내 최초로 개관하 다. 소망

의  집은  안양교도소  주벽(周壁)  밖에  정문에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2017.04.0691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은 중·장기 수형자가 형기를 마치기 전 일정 기간 사회복귀를 92

준비하는 공간으로, 선진국에선 보편화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다.
교정시설과사회의중간에있는교도소밖의독립된  시설에서  사회복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
해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는  처우방식  교정시설과사회를연결하는중간적인생활거점시설로 
범죄자가 교정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교정시설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돕거나(halfway in),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기  전에  사회적응준비를  돕기  위해
(halfway out)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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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 안양교도소가 200여m의 교정로 
벚꽃길을 민원인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한다.  

출처=안양교도소

[그림3-10] 안양교도소 ’소망의 집’ 
출처: 연합뉴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156239


서 100ｍ 떨어진 곳에 있는 부지 1천175㎡에 지상 1층(건물 연면적 224㎡) 철근

콘크리트조 주택형 건물로 지어졌다. 생활실 5실, 토론실, 텔레비전, 컴퓨터, 공

중전화기 등이 설치돼 있어 사회생활과 거의 동일한 환경을 갖췄다. 6개월 이내 

가석방이 가능한 중·장기 수형자 10명을 수용하게 된다. 2인 1실의 침대방 5개

와 샤워장과 세탁실 및 인터넷 사용과 TV 시청이 가능한 다목적실로 구성돼 있

다. 주간엔 교도소 밖 건물에 입주한 기업으로 출·퇴근하고 공휴일엔 휴식을 취

하며 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 적응능력을 기르게 된다. 

□ 아름다운 자동차 가게

법무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수용자들

의 성공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 

국내 최초의 중간처우 시설인 안양교도소 ‘소

망의 집’ 옆에 '아름다운 자동차 가게’를 신축

하 다.  ‘아름다운  자동차  가게’는  수용자들

이 직업훈련으로 손 세차 업무를 맡은 세차장

으로  사회적기업(노동부  인증  107호)인  (주) 

오토챠밍(대표 권구완)의 전문기술을 유치, 개

설한 것으로 수용자들이 체계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하여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워주려는 법무부 사회 복귀지원 정책의  일환이다. 93

5명의 수용자가 전문가의 지도하에 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출소 후에는 (주)오

토챠밍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된다.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 간 수용자 14명 전

원이 출소 후 취업이 되었다. 

안양교도소의 이러한 다양한 노력으로 인해 교도소 인근 지역주민들은 교

도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고 오히려 이전보다는 현재 자리에 재건축

을 선호하게 되었다.

 법무부, “출소예정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름다운 자동차 가게’ 개설”, 2009. 04.21, http://93

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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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1] 안양교도소 중간처우시설 ’소망의 
집’ 

출처: 연합뉴스

http://www.moj.go.kr/
http://www.moj.go.kr/


�

�  [그림 3-12] 안양교도소, 지역사회와 교정시설 공공영역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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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정리 및 분석

지역사회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인 안양교도소의 공공갈등 분석을 

위해 생산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년 이상 지속된 

안양교도소 갈등이 장기화 된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부재

로 인한 정보 미공개와 불일치로 참여 주체 간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고 이는 

건축 생산의 중단이라는 결과를 초래하 다. 

안양교도소의 이전 및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건

축 생산 단계별 살펴보면, 기획단계에서는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법무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를 하기보다는, 법무부 내부

결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통보 방식으로 제시하 다. 법무부는 갈등 해결에 

전통적인 하향적 태도를 취했고 법적으로 대응했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또

한 갈등 단계와 합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에 참여하는 주체가 너무 많았다는 

점이다. 이에 다층적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 부재 등의 문제점으로 사업이 번

복되고 지체되며 타 지자체로의 이전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고 재건축을 위해

서는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결이 중요하 지만,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는 회피하려는 소극적 태도로 인해 갈등만 가중했다.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는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 지만,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의사를 반 하기보다는 

법무부 내부에서 정한 인센티브 범위에 대한 일방적인 설명뿐으로 제대로 된 소

통이 이루어지지 못해 오해와 불신만 키우게 되었다. 이후 사업은 외부 조건에 

의한 생산단계 변형의 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또한  정치인들이	공약을	앞세워	정치적으로	이용하 다는	점을	확인하

다.	안양교도소 이전 및 재건축 사항은 선거 때마다 핵심적인 정치 이슈이다. 

여·야 구분 없이 안양교도소 이전을 주장하며 사업 추진의 법적 정당성만 강조

하고 안양시 및 지역주민은 법무부 결정의 문제점으로 민주적인 절차 및  시민

- �  -116



의 정당성 결여만을 주장함으로 적대적인 관계로 서로 대화와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오랜 기간 지속된 갈등 속에서 갈등의 주체들은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만 펼쳤을 뿐 단 한 번도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도소 이전에 대한 공감대

를 형성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은 갈등

의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중요한 요소지만,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이익 추구

에 매몰되어 이를 실행하지 못하 다. 이처럼 이전과 재건축이라는 대안을 놓

고 대화와 협력이 아닌 대립과 갈등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닫

고 갈등의 주체들이 협력하여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

는 과정이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되어야 한다. 사업 주체인 법무부는 법

적 정당성만 주장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전향적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소통이란 이해관계자 간의 공감대를 형성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해결하는 과정임을 인지하고, 안양시 지역주민과 함

께 문제해결을 위하는 과정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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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안양교도소, 건축생산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방식 분석

구분
교정시설 건축
디자인 지침 세부내용

이해관계자

정부 
/행정

일선 
기관

건축 
/전문가

지역 
주민

이전
검토 이전추진계획

이전검토

구조안전진단

기획

사업기획 예산신청

후보지답사 및 
선정

후보지 답사

민간에 의한 이
전 추진 
(무산)

현 위치 재건축
검토

- -
기부자 공모(무

산)

재건축 예산 편
성 (불인정)

-
교도소 병설 추

진 
(무산)

기본조사설계 기존부지 재건축 
추진

계획 
  
및 

실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 -

개발 방향 및 
목표 설정 - -

기본설계 및 실
시설계

기본설계실시

- -
- -

기본설계 안 협
의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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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향적 
의사결정

▶︎

▶
︎

▶︎ 인센티브 설명



실시 
설계

-

지방선거
재건축 협의 불

가

행정협의 위원회 
협의 및 조정 신

청

새 이전부지 선
정

행정소송

새 이전지 검토

법무부 승소 판
결

실시설계완료

- -

사업비 변경 -
-

- 주민설명회

시공

착공

사업중단

현장점검

-

설계변경

완공

사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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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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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Group B: 지역사회 갈등 조절 사례 / 남부교정시설

3.2.1 분석 대상 개요

(1) 시설 현황 및 특성94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272번지 일대에 있는 남부교정시설은 1969년 등

포 교도소로 개청한 이후 40여 년이지나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해 교정직원의 근

무환경 개선과 수용자의 수용환경을 고려해 2002년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2011

년 신축 · 이전되었다. 대지면적 228,100m2으로 연면적은  77,891.06m2(23,561.89

평/ 교도소 10,769평, 구치소 10,958평, 기타 1,835평),  건물의 규모는 청사 및 수

용시설 26개 동과 부대시설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간 약 3,000명의 수용

자(구치소 1,600명, 교도소 1,100여 명)를 수용하고 400명의 교정 직원이 머물며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책임지고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신축된 서울 남부교정시설은 자연에 둘러싸인 입지 조건을 갖고 있으며 이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친환경 교정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최첨단 

[표 3-7] 서울 남부교정시설 시설개요

Group 
A 시설 개요 배치도

남
부
교
정
시
설

위치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272번지 일대

준공일 2011. 09. 15

대지면적 228,100 m2

예산 455,500백만원(부지평
가액 정산)

사업경과 2005.09-2011.09

�

 서울남부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이전사업백서(2002), 내용을 바탕으로요약 및 재구성94

- �  -120



설비시스템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가 가능한 교정시설의 실현과 수

용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해 

주변 근린공원과 연계하여 잔디광장, 중앙광장, 체육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을 배치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교정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

다.

국가보안 시설이라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보안과 계호를 중요시하고, 지역

사회에 거부감 없는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자연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토

지 이용율을 극대화하며 건물을 기능적으로 배치하여 수용시설과 주변 기타시

설의 시 · 공간적 분할을 고려하여 그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 다. 또한, 지역주

민의 시설 접근이 용이하도록 진입부에 주민편의시설을 배치하고 수용자가 거

주하는 내부 보안 역은 도시개발사업지구로부터 최대한 이격 시켜 주민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완화했다. 이는 지역주민의 거부감 없는 시설로의 이미지 변

화를 위해 기존 교정시설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마치 연구소나 대학 캠퍼스 같

은 입면 계획을 하여 교정시설처럼 보이지 않게 하 다는 점이 가장 큰 역할을 

하 다. [그림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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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남부교정시설 청사동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2) 신축 및 이전 배경 

지금은 철거 예정인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에 위치했던 등

포 교정시설이 처음 개청 당시에는 서울 외곽지역에 위치하 으나, 도시화가 진

행되면서 일대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초, 중고등학교가 설립되는 등 도심

지 중앙에 위치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시에서 개봉 역세권개발을 추진하자 인

근 주민들의 이전요구가 지속되었다.

등포 교정시설(1969년 신축) 내부 측면

에서는 조성된 지 40여 년이 흘러 시설의 노후

화가 심각하 고 내부 공간의 협소로 변화하

는  교정  수요에  대응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

에 따라 법무부와 구로구는 등포 교정시설

을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게 되

었다. 하지만 이전부지로 거론된 해당 지방자

치단체 및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계획 추진

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전95

형적인 님비(NIMBY)로  타 지자체와의 이전

부지 협의가 쉽지 않자 구로구는 2002년부터 구로구 내 이전 가능한 지역을 적

극적으로 검토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법무부와 협의 후 2003년 구로구 천왕동 

지역을(현 남부교정시설 부지) 이전 예정지역으로 확정·발표하 다.  2007년 1196

월에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과 구로구청장이 협의하에 기존 교정시설( 등포 

교정시설)과 신축 부지인 (천왕동 일대)를 국유재산 교환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협약·체결이 이루어졌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 등포 교도소 부천 이전계획'에 반발”, 2000년 5월 16일; 문화일보, 95

“시흥시 교도소이전 반발, 주민 “주거환경 악 향””, 2000년 12월 5일
 서울남부교도소 (2012), 서울남부교도소 이전사업백서, pp. 304-3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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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영등포 교도소 이전지 
출처: 중앙일보



남부교정시설(구 등포 교도소, 구치소)도 처음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이

전 후보지 선정 때마다 매번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

딪혀 이전계획이 계속 무산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 부지에 재건축을 계획하

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자 구로구에서 개발제한구역인 궁동·항동·천왕동 세 곳

을 신축 부지 후보지로 선정하 고, 법무부는 2003년 8월 현지답사 후 입지적 여

건 등에 적합한 천왕동 지역을 최종 이전 부지로 승인하 다. 

천왕동이  최종  이전부지로  선정된  이유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완만한  지

형, 그리고 천왕 도시자연공원과 인접해 있어 수목원과 녹지 축을 형성하여 교

정시설로서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기존 구로구의 중심에서는 벗어나지만, 서울 남부지방법원과 5km 떨어진 위치

로 교정시설과의 시설 간 연계성 또한 우수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

다.

이후, 법무부와 구로구 두 기관은 여러 번 간담회 및 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합의안을 도출하 다. 최종적으로 2007년 11월 법무부 장관과 구로구청장이 합

의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신축을 추진하여 2009년 9월 착공 후 2011년 9월 공사

가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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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영등포 교도소 이전지 위치 및 주변상황



교정시설을 이전할 경우 대부분이 기존에 위치하던 지역에서 상당히 떨어

진 외곽지역이나 다른 지자체 관할구역으로 옮기면서 부지선정에 상당한 기간

이 소요된 데 비해 서울 남부교정시설의 경우에는 법무부 단독추진방식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구로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유재산 교환방

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단시간 내에 신축·이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다. 

[표 3-8] 영등포 교정시설과 서울남부교정시설 비교

기존시설( 등포 교정시설) 구분 신축이전시설(서울남부교정시설)

위치도

국유지- 법무부 시행자 구로구청, 토지주택공사, 00건설 등 14개사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위치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272 번지 일대

사업시행
방식 국유재산교환방식

사업비 455,500백만원(부지평가액 정산)

부지: 100,652 m2

건물: 46,976 m2 사업규모
부지: 228,100 m2

건물: 74,050 m2

1969 신축 사업기간 2009-2011 (24개월)

수용인원: (구) 1,250/ (교) 900
직원:

건물규모 수용인원 : (구) 1,600/ (교) 1,100
직원: 약 400명

85동 건물동수 청사 및 수용시설 : 26동
부대시설 : 3동

설계 000 엔지니어링 등 2개사

감리 00 종합건축사무소 등 2개사

- 기존 구로구의 지리적 중심에서 탈피
- 서울남부지방법원과 5km 떨어진 위치
로서 교정시설과의 시설간 연계성 고
려

비고

- 전국 교정시설 52개소 중 수도권에 12개소 
입지

- 기존의 등포 교정시설은 수도권지역의 
중심 교정시설로서 역할 수행

- 지역별 네트워크 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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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생산단계별 의사소통 방식

(1) 프로젝트 단계별 갈등 및 내용

구) 등포 교정시설 내부 측면에서는 조성된 지 40여 년이 지나 시설의 노

후화뿐만 아니라 공간의 협소로 변화하는 교정수요에 대응하기 힘들어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 남부교정시설 신축·이전 사업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

다.

[표 3-9] 남부교정시설 신축이전 사업 진행 과정, 출처: 서울남부교도소이전사업백서; 구로구 행정지원국 직원교육자
료;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구성

단계 연도 세부내용 주체

①
이
전
계
획

및  

부
지
선
정 

단
계

갈등
발생
단계

2000.08.03 신축 이전 추진 계획 법무부장관 보고
2000.08.00 교정시설 기부자공모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도입 검토 법무부
2000.11.00 기부자공모 1회차 실시
2001.07.00 기부자공모 2회차 실시
2002.09.04 법무부와 구로구청 이전 협의
2002.10.09 법무부와 구로구청 이전 부지 협의
2000.09.27 구로구청과 합의각서 교환 법무부장관, 
2002.11.13 구로구청의 추천 후보지인 항동 220번지 일대 실무답사

2002.11.25 법무부와 구로구청 이전 부지 재협의 법무부, 구로
구

2002.12.02 법무부장관과 구로구청장 이전부지 협의(천왕동 120번
지 재추천)

법무부장관, 
구로구청장

2002.12.26 법무부 이전부지 현장답사

2003.03.13
구로구청의 재추천 후보지 교정국장, 구로구 부구청장 
등 답사

교정국장, 
구로구 부구
청장

2003.04.25 구로구청 교정시설 이전 추진사업계획안 법무부 제출 법무부장관

2003.05.22 법무부와 구로구청 교정시설 이전 추진사업 협의 법무부, 구로
구

2003.06.12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전 신축 계획 확정

2003.07.10
구로구 대체시설 조성 및 서울남부 교정시설 부지와 교
환 협의

2003.08.05 천왕동부지 선정 동의 법무부

2003.09.26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 공람 공고

서울시 공원
과(서울특별
시공고 제
2003-1129호)

2003.10.15 구민과 구청장과의 간담회 개최 장현복 외 36
명

2003.11.03 수원구치소, 여주교도소 등 교정시설 답사 구로구청장,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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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0 구로구 이전 예정지 확정 발표

② 
기
본
구
상 
및 
계
획
단
계

2003.12.22 교정시설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발주 구로구 → 설
계사무실

2004.01.29 구민과 구청장과의 간담회 개최 장현복 외 36
명

2004.02.10 이전계획 철회요청에 대한 구로구 천왕동 주민 면담 법무부 관리
과장

2004.03.04 교정시설 이전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구로구 → 설
계사무실

2004.03.18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4.03.2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신청
구로구 → 서
울시(시설계
획과)

2004.04.16 이전계획 철회요청에 대한 구로구 천왕동 주민 면담 법무부 교정
국장

2004.06.0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 협의(승인)
2004.07.07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2차) 조건부 가결

2004.07.20 교정시설 천왕동 이전에 따른 질의에 대한 회신 국회의원 이
인

2004.08.25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4차) 통과

2004.08.27
제2분과 위
원회 위임

2004.11.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심의 재심의
2004.11.26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재심의 조건부 의결
2005.02.00 기본설계용역완료

2005.04.28

2005.05.1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
건설교통부
장관(서울시
공고 제
2005-684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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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본
설계
단계

갈등
조정 
및 협
의 단
계

2005.05.20 농지전용협의승인 농림부장관

2005.08.04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서울시장
(서울시고시 

2005.08.11 구로구청장 지형도면 승인 (구로구고시 

2005.10.14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열람 공고

2005.09.26 교정시설 신축사업 설명회 3회 개최 구로구 → 
SH공사

2005.12.28
법무부와 구로구청 서울남부 교정시설 신축사업 시행방
안 등 협의

법무부, 구로
구

2006.03.07
사업 방식 및 위탁시행자 결정 등 간담회 개최
(내용: 대체조성 후 교환방식→법무부에서 위탁시행자 
선정)

법무부, 구로
구

2006.03.14 교정시설 이전관련 SH공사 관계자 실무협의
2006.03.15 교정시설 이전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실무협의
2006.05.15 SH공사 신축사업 참여결정 통보 구→법무부
2006.07.11 위택시행자 선정을 위한 실무협의 구, 법무부

2006.07.28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참여요구로 신축, 이전
계획 변경 방침

법무부장관 
보고

2006.07.31
법무부와 구로구청 서울남부 교정시설 신축사업 시행방
안 협의

2006.08.18 교정시설 신축, 이전사업 관련 종합 보고
2006.08.25 법무부와 구로구청 재협의를 통한 실무조정안 도출

2006.09.08
법무부와 구로구간 간부급 간담회 개최
(내용: 구로구에서 위탁시행자 선정 사업추진→구로구
에서 대체조성 후 교환방식)

2006.09.26 최종합의를 위한 기관장 간담회 개최(법무부장관 면담) 구로구청장 
→장관

2006.10.30 전담 자문변호사 위촉

2006.11.03 교정시설 이전사업 관련 1차 의견조회 SH공사, 대
한주택공사, 

2006.11.06 신축․이전 및 이적지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수립 방침 구청장
2006.11.09 사업시행계획(안) 및 현안사항 보고회
2006.11.09 자문위원회 구성 운 계획(안) 보고

2006.11.13 교정시설 신축사업 법률자문 요청 구→전담변
호사

2006.11.24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보고

2006.11.24 교정시설 이전사업 관련 2차 의견조회

SH공사, 대
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
사

2006.12.22 자문위원회 회의개최(2007.1월-3월 총 4회)

2007.02.21
SH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사업 참
여 제안서 제출

2007.04.02 대체시설조성 사업자 선정 한국토지공
사

2007.04.17 교정시설 이전관련 집단민원 관리 특별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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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천왕동 생존권수호대책위원회에 드리는 안내말씀 발송

2007.08-11
법무부, 구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합의각서안에 대한 
실무협의

2007.09.13 법무부, 구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실무협의

2007.11.15 법무부, 구로구 간 합의각서 체결 구로구청장 
→장관

2007.11.28
구로구, 한국토지공사(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합의
각서 체결

2007.12.06
구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무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

2008.01.— 등포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적지 개발 PF사업
2008.03.0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08.03.07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

※기간
2008.03.08-0
3.27(문화일
보, 내일신문 
게재)

2008.03.08 주민140여명 
참석

갈등
완화
단계

2008.03.24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사 선정
2008.04.04 구로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통보
2008.05.30

-08.06
보상협의회 개최 (총4회)

2008.06.10 한국토지주택공사 특수목적 회사(비채누리) 설립

④ 
실시
설계
단계

2008.09(?)-
2009.03 실시설계

2008.12.19 서울남부 교정시설 이전관련 관계자 실무협의
2008.12.24 철거공사 및 가설울타리설치 착수

2009.01.15
구로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인가) 알
림

2009.09.01 서울남부교정시설 신축공사 착공
2011.02.25 교정시설 신축사업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

2011.05.04 교정시설 명칭 변경

등포구치
소 - >서울남
부구치소, 
등포교도소 -
>서울남부교
도소

2011.05.31 신축공사 완료

⑤ 
준공 
후

2011.09.15 신축공사 준공 및 사용승인
2011.10.22 서울남부구치소 이전 시행

2011.10.29 서울남부교도소 이전 시행

천왕동 교정시설 신축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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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전계획 추진단계: 지자체의 적극 협의 

남부 교정시설(구 등포 교도소, 구치소)은 시설의 노후화와 주변 지역 일

대 개발을 저해하고 있어 주민들의 이전요구가 지속되었다. 시설 내부적인 측면

에서도 건립된 지 40여 년이 지나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의 협소 등으로 인해 이

전 준비를 시작하 다.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전부지 후보지로 거론

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부지선정이 어려워지자 구로구는 불가피

하게 지역 내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인 천왕동으로 관내 이전을 검토하게 되었

다. 법무부와 지자체는 각각 이전부지 현장 답사 후 긴 한 협의 후 천왕동을 이

전 부지로 확정하 다.

비선호 시설로서 타지역으로 시설을 옮기기 쉽지 않자 구로구 내 이전 가

능한 지역을 선정한 후 교환사업으로 이전을 협의하 다는 점은 다른 교정시설 

이전 사례보다 부지선정 기간을 단축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② 기본구상 및 계획단계: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 과정

이전부지 확정 후 발생한 천왕동 주민들의 민원에 구청장은 간담회를 개최

해 주민 면담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불만 사항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들어주

는 등 소통을 시도하 다.

법무부 차원에서는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천왕동 주민들과 법무부 관리과

장‧ 교정국장간 면담(2004)을 두 차례 갖고,  이전 관련 민원 특별관리 대책을 수

립(2007)하 으며, 「천왕동 생존권 수호 대책위원회에 드리는 안내 말씀」을 

작성하여 발송(2007)하는 등 다방면의 소통 창구를 사용하 다.  또한 구로구청 

내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이전 지역 주민을 1:1로 방문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고 조정하여 입장차이를 조율 하는 등 갈등 해소 과정을 진행하 다.97

이 단계에서 남부교정시설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과 노후화로 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한 법무부의 전형적인 비선호 시설

의 갈등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전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법무부와 지자체가 

 서울신문, “설득으로 교정시설 이전… 공무원이 NO 해선 안되죠 ”,2011년 1월 10일 기사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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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에 발생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또한 협의를 통해 갈등

을 조정하는 노력을 하 다. 

③ 기본설계 단계: 주민의견  적극 수용 - 설계변경

법무부와 구로구청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합의

안을 도출하 으며, 2007년 11월에는 법무부 장관과 구로구청장이 최종 합의함

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하 다. 남부교정시설의 경우에도 물

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 시위가 있었지만, 이러한 갈등 해소를 위해 지

속적인 노력을 기울 다. 

남부교정시설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법무부-관

할 구청이 직접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

하려고 노력하 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남부교정시설은 주민들에게 가장 위

압감으로 다가가는 두터운 벽이나 감시탑을 설치하지 않고 최첨단 전자 경보 시

스템을 설치하 고, 테니스장 등 체육관과 산책로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시설과 주거지역 사이에는 완충공간으로 80m의 녹지를 조성하 다.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는 천왕동 주민 14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적으로 수용하 다.  98

④ 준공 후

시설이 지역에 들어선 이후에도 남부교정시설 측에서는 지역주민과의 적

극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하며 교정시설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 개청 후 7년

여가 흐른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이용도가 높아 타 지자체에서 새로운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 시 모범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개방 역에 위치한 비상대기소와 체육관의 위치를 변경하여 주민이 시설이용 시 접근 용98

이 할 수 있도록 수정해 줄것을 요구하여 법무부와 협의하에 설계사무소는 설계 변경을 함, 
선진설계사무실 인터뷰 중 

- �  -130



(2) 단계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의사소통 방식

□ 법무부

법무부는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이전 반대로 계획 추

진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쉽지 않자 구로구

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검토하여 구로구내

에서 이전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 다. 이러한 적극적 의사소통 방식은 도심지

에 소재한 구치소·교도소의 신축·이전사업을 법무부 단독추진이 아닌 해당 지자

체인 서울시 구로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유재산 교환방식으로 추진되

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 구로구

천왕동으로 관내 이전이 확정된 후, 천왕동 주민들과 법무부 관리과장‧ 교

정국장과의 면담, 이전 관련 집단 민원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 「천왕동 생존권

수호 대책 위원회에 드리는 안내 말씀」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

역주민과의 협의에 노력하 다. 또한 해당 지역 내 지역주민들을 구로구청 관계

자가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는 과정을 진

행하 다.

“구로구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주민들과 얘기하고 접근이 더 되지, 법무부에서 초반부터 나오면 오히려 사

업이 안되고, 원천적으로 막을려고 하니까, 격한 행동까지 나온다고. 그래서 지방기관은 주민들하고 집요하고 

인간적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설득하는 게 지방기관이 하는 게 맞고.  

… 

중간부터 큰 줄기,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시각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나와서 한 번 구로구의 이쪽

에 인근 주민들이 바라는 민원건의 사항에 대해서 구로구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협조를 하겠다.” 

- 구로구청 관계자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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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으로 새로 신축된 서울 남부교정시설은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

치하지 않고 최첨단 전자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비선호 시설의 부정적인 이미

지를 개선하고, 녹지 축과 연계된 산책로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쉴 수 있는 공

간과 테니스장 등 직원용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지역사회

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 다.99

□ 건축/도시 전문가

서울  남부교정시설의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

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법무부와 관할 구청이 직접 조정하고 협의하는 적극적

인 갈등해결책을 통해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주민과의 논의를 통

해 주민들에게 가장 위압감으로 다가가는 두터운 벽이나 감시탑을 설치하지 않

고,  테니스장 등 다목적 시설을 설치하여 산책로 등을 주변 주거지와 가장 가까

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조정을 하 다.

□ 지역주민

천왕동 지역주민들은 서울 남부교정시설이 지역 내 이전이 확정되자  법무

부와 구로구를 상대로 이전 반대 시위를 하 다. 하지만 무조건 안된다기 보다

는 구로구 관계자 및 법무부 그리고 건축설계 사무실과의 여러 차례 의사소통

을 주고받으며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바를 분명히 밝히며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

다.

 동아일보,  “[수도권] 등포  교도소,  천왕산  자락으로  이사”,  2009.11.13.,  URL:  http://99

news.donga.com/3/all/20091113/24089514/1, 접속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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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남부교정시설, 건축생산 단계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의사소통 방식



(3) 지역사회와 교정시설 공공 역의 관계

(1) 개방 역

□ 외부공간

남부교정시설은 최첨단 전자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정시설 하면 심리

적 경계를 갖게 하는 요소 중 대표적인 두터운 담장이나 감시탑 대신 시설과 지

역주민 주거 역 사이에 80m 폭의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사이에 완충공간을 제공하 다. 특히 녹지공간에는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 실개천 등 공원을 조성하여 교정시설이 주민 친화적 

시설로의 이미지 변신에 한몫하 다. 조경계획으로는 휴게 공간 등 편의시설과 

녹지 및 산책로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거부감 없이 접근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친근한 이미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 다.

□ 체육시설 

남부교정시설은 직원용 체육관과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시설의 진입부

에 배치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직원용 체육관은 이용하고자 하는 지

역 주민이 많아 현재 예약시스템을 도입 할 정도로 주민들에 의해 잘 이용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행사 및 어린이집 아이들의 체육 수업 장소로 다양하게 이용되

며 교정직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또

한, 실외 테니스장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동호회가 만들어져 교정직원들과 지역 

동호회가 함께하는 친선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과의 직접적 소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어린이집  100

보라미  어린이집은  법무부  서울  남부교정시설  직장어린이집으로  등록되

 연구자의 “주민편의시설 수용을 통한 교정시설 입지 갈등 해결에 관한 연구: 서울남부교100

정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의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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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어 54명 정원 중 교정시설 직원 자녀와 지역주민의 자녀가 50:50의 비율로 

운 되고 있다. 교정시설을 직접 경험하는 지역주민의 시설에 대한 인식을 분석

하고자 어린이집 원장님과 학부모 대상 인터뷰를 하 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

부모는 남부 보라미어린이집에 입학 후 교정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이전보다 훨

씬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그 이유로는 시설이 깨끗하고 주변 환경에 크게 저해되

지 않으며 보안이 철저하다는 것을 ‘경험’해서라고 대답하 다. 도심 내 위치하

는 교정시설의 이미지 변화를 위해 가장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점은 주민과

의 소통, 주변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교정시설 건축물 이미지로 ‘소통’의 중요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매개 역

□ 청사동

남부 교정시설은 2011년 신축·이전되면서 주변 고층 아파트와 친화적인 분

위기 조성을 위해 교정시설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감시대를 없애고 연구소와 

같은 청사를 지어 열린 교정철학을 지향하 다. 주벽 및 주벽 동의 세부 건축 계

[표 3-10] 남부교정시설 개방영역 개요

개방 역

분석항
목 ① 외부공간 ② 체육시설 ③ 어린이집 

프로그
램

산책로
주차장(총 580대)

1층 886
2층 860
계: 1,746

341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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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살펴보면, 비선호 시설의 이미지를 탈피

하기 위해 정문, 차고, 접견 등의 기능을 통합

하여  청사동에  배치하며  주벽을  최소화하

다. [그림 3-17] 이를 통해 수용시설과 주변 시

설을  공간적으로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며 

지역주민들이  거부감  없이  친근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해주었다.

서울 남부교정시설의 건축설계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 자연녹지 훼손을 101

최소화하고 토지 이용률을 극대화하며 시설을 기능적으로 배치하여 수용시설

과 주변 기타시설의 시·공간적 분할을 유도하여 그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 이용시설을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진입부에 배치하고 도시

개발 사업지로부터 최대한 이격 시켜 주민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했다.

□ 민원 및 접견 역

서울 남부교정시설은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전한 서울 남

부교정시설의 친근한 외관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체육관 및 어린이 보육 시

[표 3-11] 남부교정시설과 영등포 교도소 변경사항

구분 남부교도소 등포교도소

외곽경계 전자경비시스템 감시대(인적운용)

보안과 앞 외주벽 청사동 외주벽

외부정문 자동 수동

접견동선 지하통로 주복도 등

가족만남의 집 신설(1장소) 없음

 서울남부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이전사업백서, 2012, p.5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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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7] 남부교정시설 청사동 
자료: 법무부



설 등은 지역사회와 교정시설의 공존과 화합을 통해 폐쇄적인 시설이 아닌 ‘지

역사회와 함께’ 하는 시설로 발전하 다. 설계과정에서 건축사무소는 지역주민

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나, 새로운 시설에서 발생하

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표 3-12] 남부교정시설 매개영역

매개 역

주벽 및 청사동 민원 및 접견 역

분석항목
① 주벽 ③ 민원 역

② 청사 ④ 접견 역

사진

도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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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남부교정시설, 지역사회와 교정시설 공공영역의 관계



3.2.3 정리 및 분석

이전추진계획 초기에는 지역사회의 반대가 있었지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공공갈등을 잘 해결한 남부교정시설의 생산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을 살펴

보았다.

남부교정시설이 시설의 신축·이전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방안을 건축 생산 

단계별 살펴보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쉽지 않자 구로구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검토하여 구로구내에서 이전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는 도심지에 소재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을 

법무부의 단독추진방식이 아닌 국유재산 교환방식으로 추진하여 비교적 단기

간에 이루어졌다. 이는 이전 확정이 결정된 후, 부지매입 과정과  설계과정이 신

속히 진행될 수 있는 요인이었다. 특히 이전 예정지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과정

도 주민과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인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요구 

및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 고 결과적으로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의 이전을 확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인해 갈등 해결이 용이하 다. 

기획단계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

에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

하려고 노력하 다. 또한, 이례적으로 사업구상 초기 단계부터 건축 설계사무소

가 참여하여 초기 구상단계에서부터 실시설계에 이르기까지 시설의 전 과정을 

동일한 건축사무소에서 진행했다는 점이 다른 시설의 사례와는 다른 점이다.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기

관 위주이긴 하지만 이전부지 선정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주민

들과 긴 한 협의를 통해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

을 하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

에 대응하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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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건축물에도 향을 미쳤으며 서울 남부교정시

설의 위압감을 주지 않는 외관, 주민편의시설의 위치 등이 이러한 협의와 노력

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지역

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시, 완충녹지를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하 기에 교

정시설을 둘러싼 약 80m의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주거지역과의 거리를 유지102

하는 것과 동시에 외부에서 교정시설이 드러나지 않도록 계획함으로써 교정시

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주민과

의 논의를 통해 테니스장 등 다목적 시설을 설치하여 산책로 등을 주변 주거지

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배치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설계변경을 통해 

반 하 다. 

시설 완공 후, 사용단계에서도 일선 기관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와 지속적으

로 소통하며 교정시설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개청 후 7년이 흐른 지금

까지 지역사회의 만족도와 이용도가 높다는 점은 타 지자체에도 모범이 될 사례

이다.

 문화일보,  “ 등포  구치소·교도소  2007년까지  천왕동이전”,  2004.7.8.,  URL:http://102

www.munhwa.com/news/view.html?no=2004070801011043334002, 접속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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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남부교정시설, 건축생산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방식 분석

구분 교정시설 건축
디자인 지침 세부내용

이해관계자

정부 일선기
관

전문가 주민

이전검
토 이전추진계획

이전검토

- -

기획

사업기획
기부자공모 검토

기부자공모 실시

후보지답사 및 
선정

후보지 답사

이전합의

후보지 답사

- -

이전부지 현장답
사

부지선정 
(교환사업)

- - -

기본조사설계 기본조사 실시

계획 
  
및 

실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개발 방향 및 
목표 설정

구민과의 간담회 
개최

천왕동 주민 면
담

기본설계 및 실
시설계

기본설계실시

도시계획심의

- -

중앙도시계획위
원회 심의

신축사업 설명회 
(3회)

사업방식 결정 
간담회

시행자 선정 협
의회

이전사업 관련 
종합보고회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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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무소
초기참여

▶︎ 지역주민과의 
꾸준한 의사소통

▶︎

다자간 소통 관계

▶︎



실시 
설계

사업자선정

실무협의회

주민설명회

건축협의회

건축계획안 확정

- - -

실시설계완료

- 보상협의회

사업비 변경
사업비 변경 신

청

-
이전관련 실무협

의

시공

착공 착공

현장점검 현장점검

- 신축사업 추진현
황 보고회

설계변경 설계변경
완공 완공

사용 사용
이전시행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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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반▶︎

다자간 소통 관계

▶︎ 지역주민과의 
꾸준한 의사소통



3. 3 Group C: 지역사회 적극 협조 / 대구교도소

3.3.1 분석 대상 개요

(1) 시설 현황 및 특성

대구교도소는 1971년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서 달성군 화원읍으로 신축 이

전 후 2019년 현재 48년이 경과 된 시설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심에 위치하게 되면서 도시환경의 저해요인으로 지속적인 이전 민원으

로 갈등이 지속되자 2008년 국가예산사업으로 이전이 확정되고 현재 공사 중이

다.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중심에 위치한 대구교도소는 부지면적 110,276㎡, 건

축면적 33,161㎡로 약 2,300명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국내에서 서울구치

소 다음으로 가장 큰 시설이다.  

2016년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833일대에 대지 28만572㎡·건축 연면적 6만

760㎡ 규모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신축 대구교도소는 현재(2019년 07월 기

준) 골조공사를 끝낸 뒤 돌과 벽돌을 쌓는 조적 공사와 기계 공사가 진행 중이다. 

[표 3-14 기존 대구교도소 시설 개요

Group 
C 시설 개요 배치유형

(구)
대구
교도
소

위치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대지면
적

부지면적: 110,276㎡
건축면적: 33,161㎡

수용인
원

직원:
수용자: 2,300 여명

건축경
과 준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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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은 50%로 2020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체육관과 테니스장·운동장 등 주민

개방시설은 2020년 4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구교도소의 기존시설과 신축시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3-16]

[표 3-15] 신) 대구교도소 시설 개요

Group 
C 시설 개요 배치유형

(신)
대구
교도
소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감문 
2리 833번지 일대

준공일

대지면
적

부지면적 :271,518 m2

건축연면적: 66,116 m2

예산 1445억

사업경
과

공사진행중
(2020.10월 완공 예정)

�

[표 3-16] 대구교도소 신,구 시설 비교

대구교도소 기존 시설 구분 대구교도소 신축· 이전 시설

국유지- 법무부 시행자 법무부-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72번
지 일대

위치 대구 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감문2리 833번지 
일대

정부예산사업 사업시행
방식 정부예산사업

4억 1,528만원 (1971년) 사업비 1,445억

부지면적 :110,276 m2

건축연면적: 33,161 m2 사업규모
부지면적 :271,518 m2

건축연면적: 66,116 m2

사업기간 2011-2020 (완공 예정)

건물규모
지하1층, 지상 3층, 지상4층(비상대기소), 주
차 334대

건물동수 14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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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축 및 이전 배경

1971년 6월 신축된 대구교도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72번

지에 위치하고 있다. 달성군 내에서도 화원읍은 각종 도시 개발이 본격화되자 

다른 읍·면과는 달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화원읍의 인구수는 달성군 전

체 인구수의 34.0%를 차지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더욱 많은 주거지 및 도시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다.

대구교도소는  달성군  중심지에  위치하

게 된 실정으로, 도시의 기능 및 역이 확장

되자 교도소 인근에 아파트 및 상업시설이 

집되고 많은 교육 시설이 들어서자 지역주민

의 이전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지역발전의 걸

림돌로 시 외곽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

자 이에 따른 이전방안 대책이 강구되었다.

대구교도소  내부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용률이  100%를  초과하여  과 화

로 수용자들의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지은 지 48년이 지나 매우 노후화되103

어 이전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대구교도소도 처음 이전 부지 선정단계에서는 후

보 지역의 주민 반대로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주

민들이 교도소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환  의사를 밝혀 부지 적정성 검토 후 104

이전부지 확정을 하게 되며 이전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달성군 내에서

도 하빈면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소외되어 대구교도소가 옮겨 올 경

우 인구 유입, 도로 신설 및 확충 등으로 의해 기반시설 정비 등 지역 활성화가 

 경북일보, ‘대구구치소 140%, 대구교도소 102%’, 2006년 9월12일자 기사내용과 남일보, 103

‘대구교도소 정원대비 수용인원 과 ’, 2006년 9월 12일자 기사내용 재정리
 대구교도소 이전유치 촉구 건의안, 2008.05.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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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9] 대구교도소 이전지



기대된다.

하빈면 감문2리 권광수 이장은 

“교도소가 옮겨와 동네가 개발되면 이웃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슬픔이 있지만 교소도 앞에 마트나 

식당을 열면 돈을 버는 주민들도 생겨나지 않겠냐.”면서 “일부 주민들은 농산물을 교도소 식자재로 납품할 수 있

을 것이라는 희망도 갖고 있다.” 

며 주민들은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도로 확충 등 생활 여건 개선도 기대하

고 있다.105

사업추진은 남부교정시설 사례에서 보았듯이, 지자체와 토지공사 또는 주

택공사 등과 MOU(양해각서) 체결을 행하고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는 국유재산 

교환방식을 이행하는 사례가 많으나, 대구시의 경우는 현 교도소 부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적어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대구시의 교도소 이전 예산 확보

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무부가 국가 예산을 이용해 직접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h t t p : / / g o . s e o u l . c o . k r / n e w s / n e w s V i e w . p h p ?105

id=20120225012007#csidx21fe5b908ffa9569f02493be42aae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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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생산단계별 의사소통 방식

(1) 프로젝트 단계별 갈등 및 내용

[표 3-17] 대구교도소 이전 관련 내용

단계 날짜 추진내용 주체

①
  
이
전
계
획

및

부
지
선
정 

단
계

갈등 
발생 
단계

1999. 05. 03 대구교도소 이전 건의서 접수 회원읍 주민

1999.05.06 이전 건의서 대구교도소장에게 통보 달성군

1999.05.15 건의서 회신 대구교도소장

2001. 7. 25 대구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 달성군의회 의장

2003.07.22 법무부 방문, 대구교도소 이전 건의 달성군

2006.07.01 민선4기 군수선거 공약사항으로 이전 공식화 -

2007.01.31 하빈면 지역내 대구교도소 이전후보지로 제안 군수

2007.05.04 서울 구로구청 견학 및 법무부 방문 달성군, 하빈면 
번 회

2007.05.08 경남 마산시청 견학 달성군 

2007.12.06 대구교도소 이전 법무부에 공식 요청 대구시

2007.12.12 대구교도소 이전 관련 전담팀 구성 대구시

2007.12.14
공식요청에 대한 회신
‘예산 사정상 2015년 이후에 검토’ 법무부

2008.01.10 부산,마산시청 견학 대구시

2008. 5. 15 이전 유치 건의서 제출
대구광역시장→
법무부장관

갈등 
조정 

2008. 5. 19 대구교도소 이전 유치 촉구 건의 달성군의회 의장

2008. 6. 19 후보지 현장 답사
법무부,  대구광역
시 관계자

2008. 7. 14 이전사업 국가예산사업으로 시행 확정

② 
기본
구상 
및 
계획
단계

2009. 6. 23 기본조사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법무부

2009. 09~10 입지대상시설 자체 심사 대구광역시,  달성
군

2010. 10. 29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달성군 예비심사서 제
출

달성군→대구광
역시

2010. 12. 9 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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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전계획 및 부지선정 단계: 지자체 내 유치 촉구

대구교도소의 갈등은 달성군 화원읍의 급속한 인구증가로 도시화가 진행

되며 달성군 중심지에 위치하게 되자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의 이전요구가 시작되었다. 또한 교도소 주변으로 주거시설이 집되어 있

고 많은 교육 시설이 인접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이전 요구가 끊임없었다. 이에 

시 외곽지로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이전방안 대책이 강구되었다. 

단계 조정 
및 
협의 
단계

2011. 2 사전협의에 따른 중앙심사

2011. 4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간 협의 주민설명회

③ 
기본
설계
단계

2011. 6. 24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2011. 7. 4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 대구광역시 -국토
해양부

2011. 9. 2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조건부 승인

2011. 10.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보완신청서 제출 법무부→달성군

2011. 11
도시관리계획(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열람 
공고

2011. 12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대구교도소→달

성군

④ 
실
시
설
계
단
계

갈등 
재생
산단
계

2014..08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2014.10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변경 요청(445억원 증액)

2014.12 건축허가

2015.06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의뢰(발주금액 123,900백만
원)

2016.05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변경 승인(455억원 증액)

⑤ 
준공 
후

2016.11 대구교정시설 이전·신축 사업 공사 착공
금호건설(주) 외 

3개사

2020.10 건축완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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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대구시는  대구교도소  이전촉구건의안  을  제출함으로써  대구교106

도소의 다른 지역 이전을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 다. [그림 3-20] 

2006년에는 민선 4기 군수 선거 공약으로 교도소 이전을 내세웠으며, 이에 

법무부는 2007년 대구교도소 이전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전 후보 지역들을 

방문하며 검토하기 시작하 다.

대구시청은 타지역으로의 교도소 이전을 검토하던 차에 달성군 내 상대적

으로 지역발전 소외지역인 하빈면에서 이전 유치 촉구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다. 이에 대구시청과 대구교도소 관계자들이 함께 이전 후보지 답사 후 하빈면

으로의 교도소 이전 협의를 체결하 다. [그림 3-21]

 건의이유로 ‘화원읍에 소재하는 대구교도소는 화원시내에 위치한 관계로 도시발전에 큰 106

장애가 되고 있어 대구교도소 이전을 촉구 건의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한다’ 며 대구
교도소이전촉구건의안을  제출하 다.,  대구교도소이전촉구건의안,  2001.7.24,  이경식  의원 
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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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0] 대구교도소이전촉구건의안 [그림3-21] 대구교도소이전유치건의안



② 기본구상 및 계획 단계: 주민과의 소통- 배제

법무부와 대구교도소 관계자들은 이전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에 달

성군 하빈면 주민들의 이전유치촉구건의 제안(2008.05.14) 을 받고 후보지 현107

장 답사 후 사업시행을 확정하 다.

달성군 내에서도 하빈면의 경우 여타 읍면과는 달리 지역발전 소외지역으

로서 인구도 계속 감소하여 대구교도소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인구유입으로 인

구 도가 증가하고 도로신설과 확충 등 기반시설 정비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

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이전이 추진되었다.

본격적으로 대구교도소 이전 유치를 촉구하는 하빈면 주민들이 대구교도

소 유치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본격화됐다. 또한 법무부 국가예산사업으로 사업

이 확정되며 이전 계획은 급물살 타게 되었다. 이렇듯 대구교도소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전부지 선정 단계에서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

다.

법무부는 군수, 법무부 관계자, 대구시청 공무원 그리고 주민 등 1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유치위원들의 지역농산물 및 생산품 교

도소 납품, 일자리 창출, 지하철 연결 등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

하기로 약속하 다. 주민 의견 청취 및 협의 기간을 두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을 반 하는 방안으로 설계를 진행하 다.

③ 기본설계단계: 약속 불이행- 갈등 재생산 

대구교도소는 이전 지역 주민들이 교도소 이전을 적극적으로 원한 사례로 

부지선정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듯하 다.

하지만, 2016년 11월 착공 후 지역주민들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직접 보

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 되지 않자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갈

 대구교도소 이전 제안 이유로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교도소를 하빈면으로 유치하고자 하107

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
응코자 대구교도소의 이전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며 대구교도소 이전유치 촉
구 건의안을 제출하 다., 대구교도소 이전유치 촉구 건의안, 김기석 의원 외 2인, 200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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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구교도소 측에서는 이미 

지어지고 있고 어쩔 수 없다는 반응으로 법무부에서 결정할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④ 실시설계단계
하빈면 지역주민들은 2008년 유치신청건의서를 제출하며 신청 서명을 할 

때만 해도 교도소가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교도소는 물론 교도소 주변 그린벨트

도 해제되고 도로, 교통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을 기대했지만, 막상 실

행단계에서 보니 그린벨트는 교도소 주변 일부만 해제되고 지역주민이 요구하

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어린이 보육 시설과 체육관이 들어서 불

필요한 시설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라며 반발하기 시작하며 갈등이 심화 된 상

황이다. 

“이 동네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알고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거, 이 동네에 어린이집 다닐 아이가 누가 있

어. 걷기도 힘든 노인네들한테 체육관은 또 무슨 소용이야. 처음이랑 말이 완전히 달라. 이제와서  힘없는 노인네

들이 뭘 어쩌겠어...” - 하빈면 마을회관 지역주민 인터뷰 중 (2019.05.23) 

이는 대구교도소 신축 설계지침

서를 보면, 법무부 시설관리담당관실

에서 작성하여 선례 교정시설 설계지

침서와  동일하게  적용해  지역의  특

성 반  및 고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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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2] 대구교도소 신축 설계지침서 일부 발췌,  
출처: 법무부시설관리담당관실



(2) 단계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의사소통 방식

□ 법무부 

법무부는 대구교도소의 이전을 추진하던 중 대구시와 이전 관련 예산 편성

을 두고 갈등 관계를 형성하 다. 법무부는 대구시에 신축 교도소와 국유재산 

교환방식을 요구하 으나 현실상 불가능한 요구 다.

반면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지역주민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적

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비선호 시설인 교정시설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 다. 지역주민과 함께 포항교도소 답사를 실시 하기도 하며 시108

설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자 직접적인 소통 관계를 맺었다. 

□ 대구시

대구시 입장은 지방재정이 어려우니 법무부 추진으로 비용을 부담해 옮기

라는 입장으로 대신 이전 대상지 확보에는 대구시가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

고 같은 지역 내의 하빈 지역 그린벨트 10만 평을 이미 대상지로 선정하고 현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벌 다.

또한 개발 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열

어 지역주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는 자

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 다. 

□ 달성군 하빈면 지역주민109

대구 달성군 하빈면 지역주민은 2007년 11월 말부터 2008년 3월 말까지 하

빈면 내 19세 이상 주민 3,154명으로부터 대구교도소 이전 유치를 위한 주민 의

 달성주민과 함께 대구교도소 이전 관련 2007년 4월 18일 포항교도소 참관108

 2008년 5월, 달성군 하빈면 내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주민 3,154명 중 71.6%인 2,258명109

이 ‘대구교도소 이전 유치 건의서’에 서명하 다.”,대구교도소 이전유치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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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수렴, 이 중 71%인 2,258명이 유치에 찬성함에 따라 이전유치 주민건의서

를 2008년 5월 6일 대구시와 달성군에 제출하 다.

대구교도소  유치위원들은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옥외공장시설(수용자들

이 생산하는 공장) 건립, 교도소 부지 외에 부지에 직원 아파트 건립, 교도소 앞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체육시설과 운동장시설, 국토해양부와 법무부가 

협의 감문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요구했다. 

이는 교정시설 유치에 따른 반대 여론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시설과는 달리 주요 정책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 사전에 적절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주민이 직접 결정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참뜻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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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대구교도소, 건축생산 단계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의사소통 방식



(3) 지역사회와 교정시설 공공 역의 관계

대구교도소 신축안에 따르면, 기존 교도소와 달리 최첨단 전자 경비 시스

템을 도입해 기존 4~5m에 이르는 담장 높이를 크게 낮추고 감시 타워를 없애고 

교정시설과 주거지 사이 120m 폭의 녹지를 만들어 완충공간을 확보하 다. 보

안 역인 수용동, 공장동 등의 외관도 교도소 특유의 삭막한 분위기를 없애고 

편안한 분위기의 외관으로 설계하 다. 

특히  직업훈련장인  교도소  내  공장에  지역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식자재 

등 지역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하며, 청소 등 각종 일자리를 주민들에게 우선 

제공을 조건으로 지역주민과 협의하 다. 

대구교도소 외부 개방 역인 녹지공간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수변공간과 함께 어린이 보육 시설, 체육관, 다목적 운동장, 주민휴게실,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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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4] 신) 대구교도소 조감도 
출처: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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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대구교도소, 지역사회와 교정시설 공공영역의 관계



3.3.3 정리 및 분석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촉구해 입지선정 이 된 대구교도소의 공공

갈등 분석을 위해 생산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을 살펴본 결과, 대구교도소는 

교정시설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

른 지역의 이전 사례와 비교해 교정시설에 대한 고정관념을 과감히 불식시키고 

주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수월하게 추진된 사례이다. 

하지만, 사업추진단계 초반에 주민들의 민원이 없다고 하여 사업 진행 과

정 중 주민 의견 청취 기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지역 여

건과 특성을 무시한 채 주민개방시설을 불필요한 용도로 지어지는 결과를 초래

하여 오히려 건축물이 지어지는 순간에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게 되었다.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사업  후반에  나타난  것은,  주민과의  소통을  배제하

고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은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고 타지역 설계에 적용한 건축

설계 지침을 그대로 사용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민편의

시설을 불필요한 용도로 지어지게 된 이유이다. 또한 건물이 지어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점은 민주적인 해결방안이 아

님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초기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없음이 긍정적인 결과를 갖

고 오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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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대구교도소, 건축생산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방식 분석

구분 교정시설 건축
디자인 지침 대구교도소

정부 일선기
관

전문가 지역주
민

이전검
토 이전추진계획

이전검토

- -

기획

사업기획 이전촉구 건의서

후보지답사 및 
선정

후보지 답사

관련시설 답사

이전 관련 전단
팀 구성

이전유치촉구건
의

이전부지 현장답
사

국가예산사업확
정

- - -

기본조사설계 기본조사실시

계획 
  
및 

실시 
설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개발 방향 및 
목표 설정

- -

기본설계 및 실
시설계

기본계획실시

도시계획심의

주민의견청취기
간

지방도시계획위
원회 심의

- -

- --
사업자선정
실무협의회

- -
건축협의회

건축계획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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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반 안됨

▶︎

▶︎



- - -

실시설계완료

- 기술제안 입찰

사업비 변경 사업비 변경 신
청

- -

시공

착공 착공
현장점검 현장점검

- 주민반대민원

설계변경 설계변경

완공 2020 완공예정

사용 사용

- �  -159

▶︎ 주민민원
무대응▶︎



3. 4 소 결: 단계별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및 대응의 차
이

지금까지 국내 교정시설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교정시설 생산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 시점과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생산 단계별로 갈등 대응의 차이

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 다. 특히 초기 개입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결 

방식에 따라 전개의 특징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으나 많은 사람이 개입하는 사업

의 특성상 외부 조건에 의해 생산과정의 변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단순하게 

해석 가능한 사항이 아니다. 

우선, 세 사례에는 교정시설이라는 비선호 시설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

고 시설의 노후화와 과 수용으로 인해 이전이나 재건축의 필요성으로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데 갈등이 발생하 다. 또한 도시화로 인해 주변의 주거지와 기

능상 괴리 현상으로 지역사회와 경계를 갖고 지역발전에 방해요소로 인식되었

다. 이러한 이유로 세 사례 모두 이전 또는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

정에서 주민과의 이해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개별 사례를 통해 교정

시설 건축 생산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원칙과 규범이 발생하고 많은 이해관계

가 얽히고 수많은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 다. 하지만, 세 그룹의 분

류를 바탕으로 결과를 단순히 도출해 일반화시키기는 무리가 있지만 향후 신축

되는 교정시설의 생산의 장에 이해관계자의 개입과 형식적인 참여만으로는 갈

등을 해결할 수 없고 특히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실질적인 오류가 있

음을 확인하 다.

사례별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크게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시점의 차이, 생산과정의 차이 그리고 결과의 차이로 각

각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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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과정의 차이

지금까지 국내 사례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생산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에 따라 어떠한 해결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았

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생산과정은 교정시설 건축디자인 지침에 따른 일관

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양상, 개입 시점, 그

리고 외부조건에 의해 생산단계가 변형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개별 사례의 생

산과정의 차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 [표 3-19]와 같다.

[표 3-19] 생산과정의 차이

구
분
교정시설 건축디자

인 지침 Group A Group B Group C

이
전
검
토

이전추진계획
이전검토 이전검토 이전검토

구조안전진단 - -

기
획

사업기획 예산신청
기부자공모 검토

이전촉구 건의서
기부자공모 실시

후보지답사 및 선
정

후보지 답사 후보지 답사 후보지 답사

민간에 의한 이전 추진 
(무산) 이전합의 관련시설 답사

현 위치 재건축검토 후보지 답사 이전 관련 전단팀 구성

- - 이전유치촉구건의

기부자 공모(무산) 이전부지 현장답사 이전부지 현장답사

재건축 예산 편성 (불인
정)

부지선정 
(교환사업) 국가예산사업확정

-
교도소 병설 추진 

(무산) - -

기본조사설계 기존부지 재건축 추진 기본조사 실시 기본조사실시

타당성 검토 및 기
본계획 수립 -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개발 방향 및 목표 
설정 -

구민과의 간담회 개최
-

천왕동 주민 면담

기본설계실시 기본설계실시 기본계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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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및 

실
시 
설
계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

- 도시계획심의 도시계획심의

- - 주민의견청취기간

기본설계 안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
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
의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 신축사업 설명회 (3회) -

-

사업방식 결정 간담회

시행자 선정 협의회
이전사업 관련 종합보고

회
-

법률자문 -

사업자선정 사업자선정

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

주민설명회 -

건축협의회 건축협의회

건축계획안 확정 건축계획안 확정

-

지방선거

- -

재건축 협의 불가

행정협의 위원회 협의 및 
조정 신청

새 이전부지 선정

행정소송

새 이전지 검토

법무부 승소 판결

실시설계완료 실시설계완료 실시설계완료

- - 보상협의회 기술제안 입찰

사업비 변경 사업비 변경 신청 사업비 변경 신청

- 주민설명회 이전관련 실무협의

시
공

착공

사업중단

착공 착공

현장점검 현장점검 현장점검

- 신축사업 추진현황 보고
회

주민반대민원

설계변경 설계변경 설계변경

완공 완공 2020 완공예정

사
용 사용

이전시행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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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초기에 예산 신청의 어려움과 이전 부지 결

정이 계속 무산되는 과정이 반복되며 기획단계가 장기화 되고 이에 따른 생산

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도 증가하며 갈등이 가중 된 경우이다. 또한, 입지갈등

을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선회하는 태도도 기획단계

의 장기화의 원인이다. 더욱이 기획단계에서 입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예산 낭비와 이해관계자와의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 갈등 해결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Group B의 경우에는 법무부가 단독으로 추진한 방식과는 달리 해당 지방

자치단체인 서울시 구로구와의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국유재산 교환방식

으로 추진되어 비교적 단시간에 이전이 가능하 다. 프로젝트 초기에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해 기획단계 이후에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기획단계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사업구상 초기 단계부터 건축전문가를 투입하 다는 점이 다른 

시설의 사례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법무부와 관할 구청이 직접 조정하고 

협의하는 적극적인 갈등 해결책을 통해 갈등이 장기화 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주

민과의 논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가장 위압감으로 다가가는 두터운 벽이나 감시

탑을 설치하지 않고,  테니스장 등 다목적 시설을 설치하여 산책로 등을 주변 주

거지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조정을 하 다.

 Group C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으로 지역에 유치를 원하고 요구

사항을 논하 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진행해 건축이 

물리적인 실체를 드러낸 이후 오히려 갈등을 재생산시켰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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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시점 차이

개별사례는 생산과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

다. 

Group A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초기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정부 위주

로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접촉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프로젝트의 결정사

항은 법무부가 우선 결정한 후 통보나 지시와 같은 의사소통 일방적 방식을 취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Group B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초기에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해 기획단

계 이후에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교정시설 계획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기관 

위주이긴 하지만 이전부지 선정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주민들

과 긴 한 협의를 통해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 다. 지역주민과 연결점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지역주민

을 1:1로 만나 협의를 함으로써 상호 원하는 바에 대해 대화하고 이를 위해 노력

하여 갈등 대응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최종 건축

물에도 향을 주었고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의사 

결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Group C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교도소를 지역사회에 유치하기를 원하

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사례로 부지선정에 있어 다른 사례에 비해 갈등 

발생이 쉽게 해결된 경우이다. 따라서 생산과정에 있어 다른 분야의 이해관계자

들과의 마찰이 거의 없어 생산과정 진행이 수월한 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

역주민이나 다른 전문가의 참여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설

계 이후 주민 민원의 발생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배제하고 요구사항은 형식적

인 과정으로만 여긴 채 건물이 지어지면 된다는 생각에서이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점은 민주적인 해결방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처럼 초기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없음이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은 아님

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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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시점 차이

구
분

교정시설 건
축디자인 지

침

Group A Group B Group C

정부 일선
기관

전문
가

지역
주민 정부 일선

기관
전문
가 주민 정부 일선

기관
전문
가

지역
주민

이
전
검
토

이전추진계
획

O X X △ O O

△ X O X - -

기
획

사업기획 △ X X X
O

O
O

후보지답사 
및 선정

O O X X O O

X X △ X O O O

O △ X X O O O

- - O

O X △ △ O O

O X X X O O

- O △ X X △ - -

기본조사설
계 O △ X X △ O O O O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 O O

개발 방향 
및 목표 설
정

-
O O

-
O O

O X △ X O O

- O O

- - O O

O △ X X X O O

△ X X △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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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및 

실
시 
설
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O O O O

O O O O

O -

O O -

O O O O

O O O O

O O O -

O O O O O O

O O O O

-

△ X X X

- -

△ X X X

△ X X X

O △ X △

△ X X X

O X X △

△ X X X

O △ △ X O O

- - O O O

사업비 변경 - O O

- X △ △ △ O O O O

시
공

착공

사업중단

O O

현장점검 O O

- O O O

설계변경 O O

완공 O O

사
용 사용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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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소통의 차이

Group A의 경우에는 계획이 지연되고 취소된 이유에는 주민과 주민, 주민

과 공공 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 을 때 그 기저에는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이 결여 혹은 특정 참여 주체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과정에서 법무

부 주관으로 다른 분야 관계자와의 소통은 거의 없음을 확인하 다.

Group B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 법무부와 지자체의 협의로 갈등을 적극적

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획단계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사업구상 초기 단계부터 건축전문가(설계사무소)가 참여하 다는 

점이 다른 시설의 사례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설계사무소는 여러 차례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

다. 교정시설은 사업 기간이 긴 만큼 중간에 설계사무소가 바뀌거나 같은 사

무소에서 팀의 구성원이 바뀌거나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남부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초기 구상단계에서부터 실시설계에 이르기까지 디자

인 전 과정을 동일한 건축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기획단계 이후 기본설계 단계

에서의 중요성과 다양한 설계 변경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 절감

과 설계 효율성의 극대화, 기술축적 등을 위해서 초기 기획단계부터 설계팀을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Group C의 경우에는 초기 갈등 발생이 쉽게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의사소

통의 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오히려 시설 준공 이후 지역

주민의 불만 사항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었지만, 교정시설 관계자들은 이미 건

축이 진행된 상황이라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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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의사소통의 차이

구
분
교정시설 건축디자

인 지침 Group A Group B Group C

이
전
검
토

이전추진계획
법무부 주관 법무부 주관 법무부 주관

전문가 검토 - -

기
획

사업기획 법무부 신청- 기획재정부 
검토

기부자공모 검토
지역주민 건의서 제출

기부자공모 실시

후보지답사 및 선
정

법무부 주관 
지역주민반대

법무부 주관 
지역주민반대

법무부 주관 
지역주민반대

법무부-민간사업자 지원
(무산) 법무부-구로구 협의 관련시설 답사

법무부 주관 법무부 주관 법무부 주관 
이전 관련 전단팀 구성

- - 지역주민 건의안 제출

기부자 공모 
주민반대(무산) 이전부지 현장답사 법무부 주관

법무부 신청-기획재정부 
불인정

법무부-구로구 
부지교환 협의

법무부 신청-기획재정부 
허가

-
교도소 병설 법무부추진 
주민반대(무산) - -

기본조사설계 재건축관련 질의 설계사무실 참여 법무부 주관

타당성 검토 및 기
본계획 수립 -

법무부 주관 
설계사무실 참여

법무부 주관 
설계사무실 참여

개발 방향 및 목표 
설정 -

구민-구청장 간담회
-

구로구-천왕동 주민 면담
(1:1 면담)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

설계사무실 참여 설계사무실 참여 설계사무실 참여

- 도시계획심의 도시계획심의

- - 대구시 주관 
주민의견청취

기본설계 안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
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
의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 법무부 주관 -

법무부 주관

법무부 주관
법무부 주관 
구로구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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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및 

실
시 
설
계

-

변호사 자문 요청 -

법무부 주관 법무부 주관

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

법무부 주관 
건축전문가 참여 
지역주민 참여

-

건축협의회 건축협의회

건축계획안 확정 건축계획안 확정

-

지방선거

- -

법무부-안양시장

행정협의 위원회 협의 및 
조정 신청

법무부 주관

행정소송

법무부 주관

법무부 승소 판결

실시설계완료 실시설계완료 실시설계완료

- -
구로구  
주민면담 기술제안 입찰

사업비 변경 법무부신청-기획재정부 법무부신청-기획재정부

- 주민설명회 T/F전담팀 -

시
공

착공

사업중단

착공 착공

현장점검
일선기관 현장점검 
설계변경 요청

일선기관 현장점검 
설계변경 요청

- 신축사업 추진현황 보고
회 주민반대민원

설계변경 설계변경 설계변경

완공 완공 2020 완공예정

사
용 사용

이전시행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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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의 차이

위 3개의 그룹으로 분류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이해관계자들의 협의 및 

참여 정도가 구체적인 건축 생산의 장에 향을 미치며 갈등 해결에 큰 역할을 

하 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의 결과가 달라졌음을 확인하 다.

Group A 지역사회의 반대: 중단

갈등의 진행 과정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다층적 이해관계자가 개입

하고 언론의 보도 등으로 인해 처음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며 이해관계자 간

의 오해만 남긴 채 갈등의 장기화되는 결과를 보인다.

Group B 지역사회와의 갈등 조정: 만족 시설

적극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계단계

부터 반 하고 시설과 지역사회의 경계를 녹지화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이용도와 만족도가 높다.

Group C 지역사회 적극 지원: 불만족 시설

지역의 요구사항을 무시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이 국내 교정시설 생산과정의 특성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하

기엔 미비하지만, 국내의 경우 교정시설 생산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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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극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연구도 전무한바, 향후 신

축 예정인 교정시설 생산과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2] 사례의 종합 분석

건
축
디
자
인 
지
침

Group A Group B Group C

정부 일선기
관 전문가 지역주

민 정부 일선기
관 전문가 주민 정부 일선기

관 전문가 지역주
민

- -

기
획

- -

- -

계
획 
  
및 

실
시 
설
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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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향적 
의사결정

행정소송

▶︎설계사무소
초기참여

다자간 소통 관계

참
여
없
음



-

-

시
공 사업중단

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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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건축생산과정에서의 의사소통과 건축가의 역할

4.1 Group B: 건축생산과정에서의 의사

소통 방식

4.2 국외 교정시설 생산과정에서의 의사

소통과 건축가의 역할

4.3 소결: 국내외 교정시설 건축생산과정

에서의 의사소통 방식

앞서 3장에서는 3개 그룹의 대표적 사례를 선정하여 교정시설 건축 생산과

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 및 대응 방식의 차이를 알아보았

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과 같은 중장기 국가 정책 사업에서 공공갈등은 피하기 

힘들지만, 갈등이 발생하 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야기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다양한 갈등 현상 중에 정

부가 정책이나 사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교정시설 입지갈등에 

대한 성공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 이론적 기반이 되어 준다. 

이를 바탕으로 4.1에서는 Group B의 대표적 사례인 ‘남부교정시설’ 갈등사

례 해결에 활용된 건축 생산과정에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교정

시설 갈등사례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안을 도출한다. 4.2에서는 

국외 교정시설 생산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방식 분석을 위해 교정시설 관련 기준

규칙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시점과 갈등 해결을 위한 효과

적인 의사소통 방식과 건축가와 참여전문가와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

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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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Group B: 건축 생산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방식

4.1.1 이전계획 및 부지선정단계

(1) 이전계획 및 부지선정 단계의 특징

이전계획추진 단계에서는 이전부지 선정이 의사소통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 단계에서는 법무부의 역할이 컸으나 향력이 높은 이해관계자는 서울시와 

구로구청의 담당자의 향력이 높았다. 사업의 발주자인 법무부는 시설 이전에 

적절한 부지선정이 가장 큰 목적이 있었고 지역에 따라 주민은 반대자로서 향

력을 발휘했다. 이에 구로구청과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차례의 이전 후보지 답

사 및 재협의를 거쳐 이전지를 변경하 다. 최종 후보지인 천왕동으로 잠정 결

정되고 천왕동 주민들의 반대에 구청장은 이전 반대 주민 대표 36명과 간담회

를 개최하고 주민설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이전지 확정에 큰 역할을 하 다.  

(2)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 내용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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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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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계획 및 추진 

기부자공모에의한 민간투자사업 도입 검토

기부자공모(1회)

기부자공모(2회)

이전 협의

이전 합의 각서 교환

이전 부지 협의(천왕동 120번지 일대)

이전 후보지 협의

이전 후보지 답사 및 재협의

재추천 후보지 답사 

현장답사

천왕동 이전부지 선정 동의

수원구치소, 여주교도소 답사

구로구 대체시설 조성 및 부지 교환 협의

교정시설 답사

구민간담회 개최 이전반대주민대표 36명

해당지역 주민 반발

해당지역 주민 반발- 계획무산

구로구 이전 예정지 확정 발표 언론발표

이전 추진 사업계획안 제출

이전 추진사업 협의

사용자 외부이해관계자

변호사
인권
위원회

언론교도관 수용자 지역주민 민원인정부 및 행정 법무부 일선기관

건축/도시 전문가

시행사 건설사심위위원회 설계사무실

이 

전 

계 

획   

및   

부 

지 

선 

정  

단 

계

[그림4-1] 이전계획 및 부지선정 단계 주요 내용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부지선정이 용이치 않게 되자 구로구는 불가피하게 지역구 외곽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인 천왕동 부지로 관내 이전을 검토, 협의하 다. 법무부와 지자체

는 각각 이전부지 현장 답사 후 이전 추진사업에 협의하고 천왕동을 신축 이전 

부지로 확정하 다. 이전부지 결정 발표 후 발생한 천왕동 주민들의 민원에 구

청장은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 면담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불만 사항과 요구사항

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었다.

[표 4-1] 이전계획 및 부지선정 단계: 의사소통 내용 및 방식

관련주체 및 활동내용 이해관계자 주체 구조도

이전
계획 
및 
부지
선정
단계

주체 의사소통 내용 의사소통 방법

의
사
소
통 
내
용

정책
관련 법무부-구로구 이전부지 협의

협의회
기부자공모

법무부 장관 보고
지역
관련 구로구-지역주민 이전 반대 민원 주민간담회

건축
관련 구로구 - 일선기관 선진사례 답사 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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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기본구상 및 계획단계

(1) 기본구상 및 계획단계의 특징

기본구상  및  계획단계에서는  교정시설 

이전에 따른 개발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

하고 교정시설의 수용자 및 관리자 인원을 추

정하여 시설의 규모를 산정한다. 

대상 지역의 입지적 타당성 및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분석하고,  민원  발생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

는  단계이다.  또한,  토지  이용계획  및  부분별 

계획과 교정시설의 전체 배치 및 주민 이용시

설을 계획한다. 

대상 주민들의 합리적 이주방안과 개발 후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사

업비 산정 및 개발 전·후 경제성 검토, 교정시설 이전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종

합평가 단계이다.

이전 대상지의 도시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계획 단계에

서 대책이 필요한 요소를 판단한다. 또한, 토지 지목별 필지 구성 비중과 소유별 

국유지와 사유지 분포를 분석하고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구조, 건축 연도, 허

가 유무별 현황을 파악하여 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분석하여 개발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한다. 

[표 4-2] 사업개요

구분 내용
과업명 교정시설 이전부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과업시행자 구로구 → 선진 (설계사무실)
위치 구로구 천왕동 120번지 일대
면적 228,100m2 (69,000평)
기간 2003년 12월 - 200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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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이전지 위치도 분석 
출처: 법무부 제공



이 단계에서 주목할 사항은 교정시설 이전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

를 설계사무소에 용역 발주하여 설계사무소가 과업을 진행하 다는 점이다. 이

는 기존과 다른 점으로 기존에는 사업구상 초기 단계부터 건축전문가를 투입하

다는 점이 다른 시설의 사례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용역을 맡은 설계사무소에서는 개별적으로 사례조사를 하고 시설 답사를 

통해 사용자의 의견을 면담을 통해 수렴하 다. 이는 공식적 절차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며 따라서 설계사무소  판단 여하에 따라 기본구상에 반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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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계획단계 세부 내용 및 일정



(2) 개발 방향 및 목표

남부교정시설의 기본구상 및 계획단계의 개발 방향 및 목표는 첫째, 교정

시설을 연구소 같은 분위기로 계획하여 기존의 폐쇄적이고 비선호 시설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교정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

정시설의 건물 배치를 집중화시켜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민 이용

시설을 배치하 다. 주변 인근 지역과의 사이

에는 차폐녹지를 충분히 계획하여 인근 주민

들의  시각적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교정시설 

외부공간에 수림대 및 산책로 등의 휴게공간

을 최대한 배치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접근

이 용이하게 계획하 다. 둘째, 친환경적인 교

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대상지 서측의 천왕

동 자연공원과 연계하여 녹지 축을 연결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대상지 북측의 환경 

2등급지를 비롯한 기존의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여 친환경적인 공간을 형성하

다. 셋째, 기존의 교정시설이 노후화 되고 사회적으로 늘어나는 수용자 수에 비

해 협소하여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새롭게 발전된 기술의 교정시설을 도

입하여 수용자들이 수용기간 동안에 각종 기술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 복

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계획을 하 다.

공간 구상은 교정시설 기능 공간, 자연녹지 보존공간, 주민 이용시설 조성

공간, 차폐녹지 설치공간으로 구분하여 계획하 다. 기능 공간은 교도소 및 구

치소의  집약적인  배치로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차폐대상  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 다. 자연녹지 보존공간은 환경평가 종합등급 2등급지를 

포함하고 천왕 도시 자연공간과 연계되는 대상지 내의 자연녹지를 최대한 보존 

할 수 있도록 계획하 다. 자연녹지 보존공간에는 별도의 시설계획을 지양하고 

천왕 도시 자연공원과 연결되는 대상지 서측의 자연녹지를 존치하고 관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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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계획안 
출처: 설계사무소 제공



있도록 하 다. 주민 이용시설 조성공간은 교정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이 교정시

설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터, 친수공간 

등 편의시설과 녹지와 산책로를 연결축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휴게공간을 연출

하 다. 차폐녹지 설치공간에는 수고가 높고, 잎이 무성한 활엽계통의 교목을 

식재하고 산책로를 계획하여 시각적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대상지 내에는 주 기능인 교정시설과 그 기능을 주민들로부터 완충시키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할 수 있는 주민 이용시설을 계획하여 사회적으로 부정

적인 향을 안고 있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외부의 시각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

도록 계획하고 시설이 외관을 미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 다.

동선계획을 살펴보면, 대상지 내부 도로의 진입은 대상지 동쪽에 구로(천

왕)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기존의 지방도 397호선을 선형 변경 및 확폭하여 계

획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도록 계획하 다. 민원인 및 공무수행 등으로 교정시

설을 방문하는 차량과 주민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의 동선은 분리하 다. 또

한, 주민 이용시설의 이용자들이 교정시설과 최대한 분리될 수 있도록 동선체계

를 계획하여 주민이용시설 및 차폐녹지 내에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

로 및 보행 동선을 별도로 계획하여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

다. 

[표 4-3] 공간구상 내용

구분 시설 내용

공간
구상

교정시설  
기능공간

 교도소 
구치소

-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의 집약화
- 외부시설과의 차단이 용이하도록 대상지 내부에 배치

자연녹지 
보존공간 - - 천왕도시자연공원과 연결되는 대상지 서측의 자연녹

지를 보존

주민이용시설 
조성공간

녹지/ 휴게시설 
산책로

- 대상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거부감을 없애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 조성

차폐녹지 
설치공간 차폐수목 - 교정시설의 시각적 차단을 위해 수고가 높고, 잎이 무

성한 교목을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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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치 대안의 구상

이 단계에서 설계사무소는 교정시설 설계 경험이 거의 없고 기존 시설의 

정보나 데이터는 거의 없어 여러 대안을 계획하고 가장 합리적인 안을 찾으려

고 노력 하 다. 각 대안은 교정시설의 사례를 검토하여 나타난 특징을 형태별110

로 4가지 배치 대안을 계획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하 다.

1) 대안 1: 분산형 배치

① 장점

시설별로 진입, 관리, 수용의 경계 위계에 따른 배치계획으로 체계적인 관

리가 용이하다. 각 동 간 및 실 간의 분리가 되어 있어 수용자들의 교류가 힘들어 

 설계사무소 인터뷰 내용 참고, 부록5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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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 대안 1: 분산형 배치 
출처: 설계사무소 제공 도면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보안성이 우수하다. 채광, 통풍이 원활히 이루어져 환경이 쾌적하고 균등한 환

경으로 수용동이 조성되어 재소자들의 인권 보호가 가능하다. 동마다 분리된 외

부공간을 소운동장으로 사용하여 재소자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의 기회가 부여

된다는 장점이 있다.

② 단점

넓은 부지면적을 차지하여 감시 역이 넓어지고 공유공간 및 동선이 길어

짐으로 인하여 관리 인원이 늘어나고 따라서 관리효율이 떨어진다. 이에 따른 

외벽면 증가로 인한 건축비 증가 또한 예상된다.

2) 대안 2: 핑거형 배치

- �  -181

[그림4-6] 대안 2: 핑거형 배치 
출처: 설계사무소 제공 도면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① 장점

시설의 집약적 배치로 동선이 단축되고 관리 면적이 줄어 시설의 관리비용

이 절감되고 관리 인원 대비 수용인원이 최대가 되어 관리의 효율성이 증가한

다. 또한 천창 설치 시 수용동 공용공간에 채광을 확보할 수 있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단점

건축 시설의 집약적 배치로 토지의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그로 인해 차폐

면적이 감소한다. 수용동이 모이는 교차점이 발생하여 그 중심부 공간에서 수용

자들 간의 대화가 가능하여 보안이 취약하고, 그 공간에 수용자들이 집결할 경

우 통제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3) 대안 3: 집중형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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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 대안 3: 집중형 배치 
출처: 설계사무소 제공 도면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① 장점 

수용동의 집중적 배치로 건물이 고층화가 됨에 따라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

져 자연녹지 공간의 보존 면적이 확대되고 주민 이용시설의 확보가 용이해진다.  

지원시설과 수용시설의 연계 및 통제가 되어 관리 면에서도 각 시설 간 동선 연

결이 간결하고 명확해짐에 따라 시설관리가 용이하다. 건축물 외부 벽면의 다양

한 입면 구성으로 외관상 비선호 시설의 이미지 탈피한다.

② 단점

수용동의 집중배치로 중정이 생기고 그 중정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순환 동

선과 내부에 공유면적이 증가로 인해 수용자 간의 교류가 발생 할 수 있어 보안

성이 떨어진다. 수용동 중심에 폐된 공간이 조성되어 환기와 채광이 다소 취

약하고 공명현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4) 대안 4: 혼합형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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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대안 4: 혼합형 배치 
출처: 설계사무소 제공 도면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①장점

지리적 위치와 기능에 적합한 집중형과 핑거형을 혼합하여 구치소와 교도

소를 배치하 다. 교정시설의 집중화로 건물이 고층화되고, 따라서 토지의 활용

도가 높아져 자연녹지 공간의 보존면적이 확대되고 주민 이용시설의 확보가 용

이하다. 건물의 집중형 배치로 지원시설과 수용시설의 연계, 통제 및 관리의 각 

시설 간 동선 연결이 간결하고 명확해짐에 따라 시설관리에 용이성이 확보된

다. 건축물 외부 벽면의 다양한 입면 구성으로 외관상 비선호 시설의 이미지 탈

피한다.

② 단점

중심에 폐된 공간이 조성되어 환기와 채광이 다소 취약하고 공명현상으

로 소음이 예상된다. 기존의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발생하는 지형의 고저 차

로 인해 건축물의 층고 차가 생겨 감시의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가 있다.

[표 4-4] 대안 비교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배치
유형 분산형 배치 핑거형 배치 집중형 배치 혼합형 배치

배치
도

토지
이용
도

✕ △ △ O

동선 ✕ △ O △

채광 O △ ✕ △

환기 O △ ✕ △
거주
환경 O △ ✕ △
관리
의용
이성

△ O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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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 △ O O O

특징

장점) 
- 각 시설별로 진입, 관
리, 수용의 경계위계
에 따른 배치계획으
로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하다. 

- 각 동간 및 실간의 분
리가 되어 있어 수용
자들의 교류가 힘들
어 보안성이 우수하
다. 

- 채광, 통풍이 원활히 
이루어져 환경이 쾌
적하고 균등한 환경
으로 수용동이 조성
되어 재소자들의 인
권보호가 가능하다. 

- 동마다 분리된 외부
공간을 소운동장으
로 사용하여 재소자
들의 여가 및 체육활
동의 기회가 부여된
다.

장점)  
- 시설의 집약적 배치
로 동선이 단축되고 
관리면적이 감소하
여 시설의 관리비용
이 절감되고 관리인
원 대비 수용인원이 
최대가 되는 관리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 천창의 설치시 중김
공용공간에 채광을 
확보할 수 있어 쾌적
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장점) 
- 교정시설의  집중화
로  건물이  고층화가 
되고, 따라서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져  자
연녹지공간의  보존
면적이  확대되고  주
민이용시설의  확보
가 용이해진다. 

- 건물의  집중형  배치
로  지원시설과  수용
시설의 연계, 통제 및 
관리의 각 시설간 동
선연결이  간결하고 
명확해짐에  따라  시
설관리의  용이성이 
확보된다.

- 건축물  외부  벽면의 
다양한  입면  구성으
로  외관상  비선호시
설의  이미지  탈피한
다.

장점)
- 지리적  위치와  기능
에  적합한  집중형과 
핑거형을  혼합하여 
구치소와  교도소를 
배치

- 교정시설의 집중화로 
건물이  고층화  되고, 
따라서  토지의  활용
도가  높아져  자연녹
지공간의 보존면적이 
확대되고 주민이용시
설의 확보가 용이

- 건물의  집중형  배치
로  지원시설과  수용
시설의 연계, 통제 및 
관리의  각  시설간  동
선연결이  간결하고 
명확해짐에  따라  시
설관리이  용이성이 
확보

- 건축물  외부  벽면의 
다양한  입면  구성으
로  외관상  비선호시
설의 이미지 탈피

단점) 
- 넓은 부지면적을 차
지하여 감시 역이 
넓어지고 공유공간 
및 동선이 길어짐으
로 인하여 관리인원
이 많아야 하고 따라
서 관리효율도떨어
진다.  

- 외벽면 증가로 인한 
건축비 증가가 예상
된다. 

단점)
- 건축시설의  집약적 
배치로  토지의  효율
성이  높아지는  반면, 
그로인해  차폐면적
이 감소한다.

- 수용동이  모이는  교
차지점이  발생하여 
그  중심부  공간에서 
재소자들간의  대화
가  가능하여  보안성
이 떨어지고, 그 공간
에  재소자들이  집결
할  경우  통제가  어려
운 문제점이 있다.

단점)
- 건물의  집중배치로 
중정이  발생하고  그 
중정을  중심으로  한 
순환동선과  내부에 
공유면적이  증가함
을  인해  재소자간의 
교류가 발생 할 수 잇
어  보안성이  떨어진
다.

- 중심에  폐된  공간
이  조성되어  환기와 
채광이  다소  취약하
고  공명현상으로  소
음이  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단점)
- 중심에  폐된  공간
이  조성되어  환기와 
채광이  다소  취약하
고  공명현상으로  소
음이 예상된다.

- 기존의  지형을  최대
한  이용하여  발생하
는  지혀으이  고저차
로  인해  건축물의  층
고차가  생겨  감시의 
사각지대  발생의  우
려가 있다.

분석

- 본 대상지는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바 토지이용의 효율
을 증대시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잇는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차폐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시설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배치가 필요하다. 

- 따라서, 본 대상지에는 분산형 배치는 적합하지 않으며, 집중형 위주의 혼합형 배치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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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 방식

이 단계에서 법무부는 건축설계 사무소를 선정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규

모 검토를 하여 예산을 책정한다. 주요 참여 주체인 설계사무소는 기본구상 및 

계획단계에서 교정시설 이전에 따른 적정 규모의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의 입지적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분석하고, 민원 발생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 검토를 하고 이때 의사결정에는 법무부 시설

과 건축담당자의 향력이 높았다. 

이 단계에서의 또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는 이전 대상지(천왕동) 주민인데 

이들의 이전계획 철회 요청에 대한 민원으로 법무부 관리과장과 교정국장이 각

각 지역주민과의 면담을 두 차례 거쳐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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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간담회 개최

교정시설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발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2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4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재심의

이전부지 지역주민 면담(2차:교정국장)

교정시설 이전에 따른 질의에 대한 회신

이전부지 지역주민 면담 (1차:관리과장) 이전계획 철회요청에 대한

이전계획 철회요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구로구청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신청

인권
위원회민원인

사용자 외부이해관계자

변호사언론교도관 수용자 지역주민정부 및 행정 법무부 일선기관

건축/도시 전문가

시행사 건설사심위위원회 설계사무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기 

본 

구 

상  

및  

계 

획  

단 

계

[그림4-9] 기본구상 및 계획 단계 주요 내용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시설이라면 시설을 처음부터 유치한 자치단체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 

재개발 지역 이주 주민들에게는 ‘규정상 안 된다’,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일이다’ 등의 말은 담당 공무원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  

단순한 공무원이 아닌, 같은 지역 이웃으로 다가가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 서울 구로구 도시개발과 관계자-

법무부 차원에서는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천왕동 주민들과 법무부 관리과

장‧ 교정국장 간 면담(2004)을 두 차례 갖고,  이전관련 집단 민원 관리 특별대책

을 수립(2007)하 으며, 「천왕동 생존권수호대책위원회에 드리는 안내 말씀」

을 작성하여 발송(2007)하는 등 다방면의 소통창구를 사용하 다.  또한 구로구

청 내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이전 지역 주민을 1:1 방문하여 주민의 요구를 확인

하고 조정하여 입장차이를 조율 하는 등 갈등 해소 과정을 진행하 다. 그 결111

과 단 한 건의 강제집행 없이 주민 이주를 이끌어 냈다. 

[표 4-5] 기본구상 및 계획단계: 의사소통 내용 및 방식

관련주체 및 활동내용 이해관계자 주체 구조도

기본
구상 

및 
계획
단계

주체 의사소통 내용 의사소통 방법

의
사
소
통 
내
용

정책
관련 법무부

지역
관련 법무부-구로구-지역주민 이전 철회 민원 해결 간담회(주민 37명)

면담

건축
관련

법무부-설계사무실
사업의 적정성 및 규모 검토 

→ 예산책정
용역 발주

심의위원회-설계사무실 자문
심의

"

 서울신문, “설득으로 교정시설 이전… 공무원이 NO 해선 안되죠 ”, 2011년 1월 10일 기사111

- �  -187



4.1.3 기본설계단계

(1) 기본설계단계의 특징

기본설계는 현상설계를 통해 선정하 다. 기본구상 및 계획안 용역을 수행

한 동일 설계사무소에서 당선이 되어 안의 변화과 크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

야 한다.

[표 4-6] 현상설계 평가 항목 및 설계반영 내용

평가요소 배
점 평가내용 설계반 사항

개
발
구
상

20

- 개발컨셉 및 테마설정의 창의
성, 우수성, 실현가능성

- 기피시설의 이미지 탈피 방법제시 
- 인접한 천왕동 주거지와 광명시의 조화 고
려

- 주민친화적인 현대적 이미지 
구상

- 열린청사로서의 개방적인 이미지를 조형
성과 외장재의 특성을 살려 계획

- 개발방향(공모지침)과의 부합
여부

- 지침분석을 통한 기본방향 및 테마 도출

부
지
조
성
계
획

환경친화적 
부지조성 계

획
10

-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고려한 
부지계획고의 계획

-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설
계조건을 반 한 계획의 결정

- 지형을 감안한 경제적 토공계
획수립

- 건물상호간 수용자의 이동을 고려한 레벨
설정과 절·성토량의 결제성을 고려 

- 인근 지반자료 분석을 통한 최소 안전율 및 
지하수위 적용

- 지구내외의 안정된 배수처리
를 고려한 배수계획

- 부지중앙을 지나는 민원광장의 수로에서 
Water Gallery의 수공간을 거쳐 근린공원으
로 연결

- 주변지역과 연계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급수 및 우오수계획,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포장계획

교통 및 보행
동선 계획 10

- 신축지 외부와의 접근성, 연계
성

- 지방도 397호선 선형 및 확폭계획에서의 진
입체계 

-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는 지역주민의 이용
을 고려

- 신축지 내부 교통처리계획의 
우수성

- 면회객 및 공무수행 등의 교정시설 방문차
량과 주민이용시설 이용차량의 동선분리

- 사업지 내부 보행동선계획의 
우수성

- 민원인과 근무자의 차량 출입동선 분리 
- 기결수, 미결수, 여자수용자의 동선을 명확
히 분리 

- 야간의 비상시를 대비하여 의무병사동으로
의 동선을 간소화

5 - 개발규모 (용적률, 건폐율, 층
수 등)의 적정성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과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심의(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규
모 적용

30

- 단지배치와의 조화

- 기능적인 공간인 구치소와 교도소, 주민이
용시설이 차폐와 보안을 고려하여 위치 

- 시설군의 조닝에 따라 기존지형을 이용한 
친환경적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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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계
획

건축계획

30 - 인근 천왕도시개발지구를 고
려한 건물배치

- 민원인의 이용빈도와 기피시설의 시각적 
차단을 고려한 집약적인 배치로 토지이용
의 효율을 높이고 노출면을 최소화

- 각 건축물, 시설물의 조화 및 
연계성

- 주벽동과 보안과동을 중심으로 한 시설배
치로 기능별 연계성 강화

60

- 건물형태의 조형성
- 민원광장의 Open Space에 랜드마크적인 경
관요소를 구성하여 상징성 확보 

- 컨셉에 부합하는 매스계획
- 건축물의 용도의 적합성 및 편
리성

- 시설내외의 견고한 차단과 효과적인 감시
체계구축으로 보안성 강화

- 평면, 입면, 단면계획의 우수성 - 수용자에 대한 관리효율성과 보안성 확보 
및 주복도의 이동통로와 내주벽계획

경관 및 조경
계획 20

- 주변지역과의 조화된 스카이
라인 계획

-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주요 경관축(천왕산
경관, 아파트아와 중학교를 향한 차폐경관) 
설정 및 시각방향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강
조

- 이용자편의성을 고려한 조경 
및 운동 등 시설물 설치계획

- 주벽동 외부에 교도소와 구치소의 체육공
간을 통합하여 지역주민에게도 공간제공

- 기존수목의 보존 및 활용계획
- 생태적 안정감과 연속성을 확보를 위해 기
존환경과 유사한 환경으로 재생 

- 보호수의 활용으로 상징성 도모
- 시설물의 보안성을 고려한 완
충, 차폐계획

- 천왕도시자연공원과 동일한 수종의 수림대 
조성 및 조형마운딩 형성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계

획
5

-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
계획

- 급탕용 설비의 태양열 시스템, 냉난방 설비
의 지열시스템의 적용

- 환경친화적 건설자재 적용계
획

- 태양광 방전 설비, 친환경 조명자재 적용으
로 합리적인 친환경 에너지 절약 계획 적용

사
업
수
행
계
획

사업수행계
획 15

- 신축공사설계, 착공 및 준공, 
사용승인, 시험운  등 세부일
정 및 추진계획

- 사업공기준수와 요구성능확보를 위한 시공
관리계획 수립 

- 합리적인 조닝계획에 의한 공기준수

- 수행계획의 구체성, 합리성 - 공사가동율의 분석 및 공정리스크 관리 
- 실작업일 반 과 정확한 공기산정

- 과업부문간 유기적 수행계획 - 인터페이스강화와 유기적 수행계획 수립

사업수행방
법

15

- 신축공사설계 VE, 공정관리, 
품질관리의 적정성

- 설계VE: 공사비 절감을 위한 경제성 검토 
- 품질관리: 대안분석을 통한 실천전략 수립 
- 공정관리: 예상리스크관리, 공기지연욧 사
전방지

- 건축물 및 공사관리상의 안전
성 확보방안

-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안전 점검 Cycle, 안
전관리조직과 안전점검 대책 수립

- 관리자의 편의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 생애주기비용분석과 시운전으로 철저한 예
방조치 

- 단계별 유지관리계획 수립

주
민
이
용
시
설
계

10

- 주민이용시설의 배치 및 시설
물 설치의 적정성

- 자연과 공공공간을 연결하는 매채체로서의 
공간계획 

-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공원 활성화 
기대 

- 랜드마크적인 시설물 도입으로 공간 인지
도 확보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및 접근
성

- 천왕임대주택단지에 인접한 근린공원과의 
수평적 연계 

- 호수공원으로의 연륙교 설치제안으로 입체
보행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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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동 주거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민 친화적 교정시설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계 방향은 수용자들에게는 삶을 정화하는 울타리를 주민들에

게는 삶의 휴식을 주는 정원을 재고하여 ‘수용자와 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새로

운 개념의 도심형 교정시설 건립을 목표로 하 다.

기본설계단계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을 준수하여 인허가 

일정을 축소하 다.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한 고려사항은 스포츠 센터와 직장보육센터 기능을 

담당하는 체육관, 근린공원과의 연계를 위한 연륙교와 연결하 다. 또한, 직원 

체력단련장과 민원인 주차장을 지역주민과 공유, 교회당의 다목적화로 수용자 

운동장과 연계된 프로그램 구성하 다. 이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

용하여 설계를 변경하 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예정 일

설
계
획

- 주민이용시설물의 독창성 및 
우수성

- 인근 주민에게 열린 문화공간 조성 
- 체육관과 대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함
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 

- 테마를 고려한 시설물의 설치로 차별화된 
체험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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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0] 현상설계 제출안 
출처: 설계사무실 제공



정은 다음 [표 4-7]과 같다.

[표 4-7] 사업의 추진경위 및 예정 일정

년도 주요 내용

2003.09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 공람 공고

2003. 12 교정시설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발주

2004.08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2005.0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2005.08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 고시

2007.04 우선형상 위탁시행자 선정(구로구→한국토지공사)

2007.11 법무부, 구로구 합의각서 체결

2007.11 토지공사, 구로구 합의각서 체결

2008.01 등포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적지 개발 PF 사업

2008.03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08.06 프로젝트 회사 설립

2008.11 대체교정시설 착공

2010.05 대체교정시설 준공 (일정변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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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방향의 전제

배치계획을 살펴보면, 교도소는 대상지 중심부의 서남쪽에 배치하여 대상

지 북측에 계획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로부터 최대한 이격 시켜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도록 하 다. 이는 법무부의 요구를 수용하여 저층으로 

계획하되 토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집중화하여 배치계획을 하 다.

주민들에게 심리적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치소를 대상지 북서 측에 

배치하고 도시개발사업지구와의 인접 경계엔 차폐공간을 충분히 확보하 다. 

구치소는 비교적 고층으로 계획하여도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법정 

한도 내에서 고층으로 계획하고 시설의 집중화 및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는 계획을 수립하 다. 

교도소와 구치소는 인접 배치하여 외주벽 등 공동 관리공간을 최대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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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1] 배치계획 (기본설계안) 
출처: 설계사무실 제공



하도록 계획하여 외부로부터의 경관상 차폐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

다.

직원용 체육관은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과 주민 이

용시설 중앙에 배치하고 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휴게 및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 다. 이와 연계하여 주민 개방시설은 인근 지역주민

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 동쪽의 대상지 진입부에 배치하여 산책로 및 휴식공

간을 녹지와 함께 배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 다. 또

한, 천왕 도시자연공원과 북측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근린공원, 차폐시설녹지 등

과 함께 녹지공간을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녹지 축을 형성하 다. 주차장은 시

설 전면에 두어 지형의 높이차를 이용한 지하 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설

이용주민 및 방문객(민원인)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 이용시설과 교

정시설의 완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치하 다.

[표 4-8] 기본설계 단계: 건축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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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저층 및 전면에 청
사 및 대민시설을 배치
하며, 관리자 역과 수
용자 역을 명확히 구
분하여 계획 

- 외부에서 교도소 내부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지하를 이용한 수용자 
동선계획을 수립 

- 건축물 외내,외간의 유
기적 관련성을 유지하
며, 합리적 규모의 옥외
공간을 확보하여 부지 
활용을 극대화 하도록 
계획 

- 각 시설별 사용부처(법
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용자 및 관
리자의 편의성 및 유지
관리의 효율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

- 주변 자연환경과 도시개
발사업지구와의 조화를 
고려한 스카이라인 및 
형태를 계획 

- 교정시설의 규모 및 배
치상 여러 방면에서 인
지가 가능한 점을 고려
하여 전체적으로 통일성
을 부여하여 일체감이 
느껴지도록 계획하되, 
부분적으로 변화와 특징
을 주어 단조로움과 지
루함을 완화하도록 계획 

- 도시개발사업지구인 주
거지역과 인접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변으
로부터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건물 외관을 연
구소 같은 분위기 등을 
적극 도입하여 기존의 
교정시설 이미지의 선입
관에서 탈피하여 주변의 
주거기능과 조화될 수 
있는 입면계획을 고려

- 시설간의 기능적 측면 
및 인근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물의 산정규
모에 의한 적절한 층수
를 고려하여 계획 

- 수용동 내부에 적절한 
환기 및 채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천창 등을 
적절히 계획하여 거주환
경을 개선 

- 대지의 고저차를 적절히 
이용하여 주차공간을 배
치하여 대지의 활용도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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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치 대안 검토

설계사무소는 동선, 경관, 토지이용 및 주민 이용시설 계획을 반 하여 3가

지 안을 검토 후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 세 번째 안을 채택하 다.

[표 4-9] 배치대안 검토

대안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결정안) 대안 2 대안3

개념 차폐와 완충공간 계획 교정시설 위주의 역 계획 설계사무소 채택안

배치
도

동선
계획

위계상 교도소의 전면 
배치가 불리함 △ 내부동선이 분리됨 △ 효율적인 동선 구축 O

경관
계획

천왕산의 스카이라인에 
역행함 △ 외주벽이 천왕임대주택

단지측에 노출됨 △ 시각적 개방감 및 통경축 
확보 O

토공
계획

기존 등고를 최대한 활
용 O 훼손 및 절토면적 과다 ✕ 기존 등고를 최대한 활용 O

건축
계획

수용동의 균일한 채강
에는 불리함 △ 모든 수용동의 남향 배치 O

수용동과 후생동의 채광고
려 O

토지
이용
계획

수용동 면적증가로 시
설배치에는 부적합 ✕ 각 기능의 역이 상충됨 ✕ 각 기능의 역이 명확함 O

주민
이용
시설
계획

시설면적 확보가 제한
적임 △ 주민이용시설 면적 확보

가 제한적임 △ 동측 근린공원으로의 연계 
우수 O

보안 
및 
차폐
계획

인접 주거지와의 이격
거리 최대확보 O

인접한 주거단지와 인접
면 증가

△ 기존 도시계획시설결정 기
준 준수 O

종합
평가

- 수용동의 면적 증가로 교도
소의 전면 배치시 지역주민
공간 확보가 어려움 

- 기피시설에 대한 완충 및 차
폐공간 확보가 요구됨

- 단지내부공간의 환경이 열악 
- 주거지와 인접면이 많아 주변
의 주거환경이 열악 

- 차폐녹지 경계를 침범하므로 
인허가의 별도협의가 요구됨

- 자연의 흐름과 시설 특성의 조
화 

- 쾌적한 시설관리환경, 풍부한 
외부공간 조성 

- 명쾌한 조닝으로 보안계획이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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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무소는  3 안을  제안하 으나,  중앙도시계획심의   결정안(1안)에 112

따라 수용동의 면적 증가로 교도소의 전면 배치 시 지역주민 공간 확보가 어려

운 점과 비선호 시설에 대한 완충 및 차폐공간 확보 등의 추가 보완사항을 참고

하여 개선하 다. 

[표 4-10] 중앙도시계획심의 선택안 분석

문제점 개선방안

동선계획 - 민원의 방문이 빈번한 구치소를 전면 배치
로 주동선이 길어짐 - 민원동선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112

의 심의,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및 도시계획
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1, 2분과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소관업무를 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임기는 2년이다. 제1분과위원회 소관업무는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용도
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이며, 제2분과 위원
회 소관업무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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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천왕산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배치 및 층고 조절

과 민원동선을 고려하여  배치를 다시 계획하 다. 또한 토지 훼손 면적, 절성토

량을 최소화하고  수용동의 효율적인  레이아웃을 고려하여 수정하 다.  

경관계획
- 임대주택단지에 근접한 위치에 상대적으
로 고층인 구치소의 배치로 시각적 개방감 
감소

- 천왕산 스카이라인을 고려

토공계획 - 지형이 불리한 경사면에 넓은 면적의 교도
소가 배치되어 성토량이 증가

- 훼손면적, 절성토량을 최소화하는 배치계
획 수립

건축계획
- 타당성 계획 수립시보다 미결수동의 면적
이 약 60% 증가하여 기존의 중정형 규모
로는 수용 불가

- 수감동의 효율적인  Layout 고려

결 론 - 기존의 도시계획결정안을 보완한 새로운 배치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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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2] 중앙도시계획 심의 보완사항 적용 안 
출처: 설계사무소 제공 도면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중앙도시계획심의(안)과 토지이용계획안을  비교하면 다음 [표 4-11] 과 같

다.

[표 4-11] 중앙도시계획심의(안)과 토지이용계획안 비교

구분
중앙도시계획심의 (안) 개선방안 보안 후 계획 안

비고
m2 비율(%) m2 비율(%)

배치도

교정시설  
(건물) 46,795 20.52 31,977 14.03 건축면적적용

도로/주차장 23,928 10.21 24,553 10.76 -

체육시설 9,964 4.37 6,181 2.70 옥외체육시설

녹 지 148,043 64.90 165,389 72.50 공원면적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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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 방식

법무부와 구로구는 여러 차례 간담회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 차이를 조

절하여 합의안을 도출하 다. 그 결과 법무부장관과 구로구청장이 최종 합의 결

정하고 본격적으로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하 다. 

남부교정시설의 경우에도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 시위가 있었

지만, 이러한 반대의견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하며 사업을 진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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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내일신문 게재

주민 140여명 참석(설계변경)

사업계획서 제출(1월15일-2월29일(44일))

대체시설조성 사업자 선정(한국토지공사)

건설사 이전사업 참여 제안서 제출(SH/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SH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서울시장)

지형도면작성(구로구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열람 공고

(교정시설 신축사업 시행방안 등 협의)구로구 법무부

구로구

구로구

법무부

구로구 법무부

교정시설 신축사업 설명회 3회 개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건설교통부장관)

농지전용협의 승인(농림부장관)

위탁시행자 선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신축, 이전계획 변경 방침 보고 및 협의(장관보고)

교정시설 신축, 이전사업 관련 종합보고

간담회(내용: 구로구에서 위탁시행자 선정 사업추진→구로구에서 대체조성 후 교환방식)

이전사업 최종합의를 위한 감담회 개최

전담 자문 변호사 위촉

사업방식 및 위탁시행자 결정 등 간담회 개최

실무협의(교정시설 이전관련/ SH/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신축사업 참여 결정 통보)

사업시행계획(안) 및 현안사항 보고회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안)보고

교정시설 신축사업 법률자문 요청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계획보고

자문위원회 회의개최(총4회)

교정시설 이전사업 관련 1차 의견 조회(SH/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교정시설 이전사업 관련 2차 의견 조회(SH/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신축, 이전 및 이적지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수립방침

천왕동 생존권수호대책위원회에 드리는 안내말씀 발송

합의각서안에 대한 실무협의

이전 합의각서 체결

실무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무협의

교정시설 이전관련 집단민원 관리 특별 대책 수립

특수목적회사(비채누리)설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사 선정

구로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통보

보상협의회 개최(총4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천왕동 교정시설 신축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사용자 외부이해관계자

변호사
인권
위원회

언론교도관 수용자 지역주민 민원인정부 및 행정 법무부 일선기관

건축/도시 전문가

시행사 건설사심위위원회 설계사무실

(내용:대체조성 후 교환방식→법무부에서 위탁시행자 선정)

기  

본  

설  

계     

단  

계

[그림4-13] 기본설계 단계 주요 내용



법무부 차원에서는 이전계획에 반대하는 천왕동 주민들과 법무부 관리과

장‧ 교정국장 간 면담이 두 차례 이루어졌고,  이전관련 집단민원 관리 특별대책

을 수립하 으며, 「천왕동 생존권 수호 대책위원회에 드리는 안내 말씀」을 작

성하여 발송(2007)하 다.  구로구청은 해당 지역의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주113

민의 요구를 확인하고 조정하여 입장차이를 조율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진행하 다.114

(설계사무소 참여, 배경 표시)  

[표 4-12] 기본설계단계: 의사소통 내용 및 방식

관련주체 및 활동내용 이해관계자 주체 구조도

기본
설계
단계

주체 의사소통 내용 의사소통 방법

의
사
소
통 
내
용

정책
관련 법무부-구로구

사업 시행 방안 등 협의회
사업방식 및 

위탁시행자 결정 등
간담회

실무협의회
이전사업 최종 합의
→ 대체 후 교환방식

간담회

지역
관련 구로구-지역주민

이전사업 진행 상황 설명
안내말씀 발송
주민설명회

(주민 140명 참석)
보상관련 협의 협의회 4회 개최

건축
관련

법무부- SH 교정시설 신축 사업 설명회 설명회
법무부- SH/대한주택공사/한

국토지공사
교정시설 이전사업 관련

의견조사 2회
제안서 제출

심의위원회-설계사무소
건축 및 실무 관련 자문 자문위원회 회의
건축 및 실무 관련 심의 실무협의회

구로구-설계사무소
주민요구사항 전달 

→ 설계 변경
회의

외부 구로구-변호사 신축사업 관련 법률 자문 변호사 자문

"

 구로구 행정지원국, 직원교육자료113

 서울신문, “설득으로 교정시설 이전… 공무원이 NO 해선 안되죠”, 2011.1.9., URL:http://114

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110011010, 접속일: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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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실시설계단계

(1) 개발 방향 및 목표

실시설계단계에서 설계의 기본방향은 자연녹지 내에 있는 친환경 교정시

설로 최첨단 설비시스템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가 가능한 기능적 교

정시설의 실현과 수용자 인권을 생각하는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주변 근린공원

과 연계된 잔디광장, 중앙광장, 체육관 등 다양한 주민 이용시설로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정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 설계되었다.

[표 4-13] 서울 남부교정시설 개요

구분 교도소 구치소 합계

대지
현황

위치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120번지 일대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대지면적 228,100.00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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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4] 실시설계 배치 안 (주민의견 반영 전)



 

건설규
모

용도 공공용시설 중 교정시설

층수 및 동수 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지상5층

건축면적 15,436.00 m2 16,541.00 m2 31,977.00 m2

건폐율(법정
20%) 6.77% 7.25% 14.02%

연면적 36,114.65 m2 37,421.27 m2 73,535.92 m2

지상층 연면적 33,634.80 m2 37,269.27 m2 70,904.07 m2

용적율(법정 
50%)

14.75% 16.34% 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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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5] 실시설계 배치 
출처: 설계사무소 제공 도면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2) 설계변경 내역

교정시설의 설계는 보안 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현장답

사나 피드백이 힘들어 설계 진행에 있어 건축 지침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설계 용역 완료 후, 시공단계에서 일선 기관의 현장 점검에서 발견하는 문제점

들에 의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더불어 기본설계 완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협회에서 일선 기관의 참

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무에 적절한 시설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

을 갖고 있다.

사업 시행 대행사의 교정시설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115

서울 남부교정시설은 공사를 착공한 이후 준공 시까지 10차례 이상의 현

장 업무협의를 진행하 다. 이 협의과정에서 총 500여건의 설계변경이 공식적

으로 이루어졌다. 설계변경 절차는 서울남부교도소 복지과장을 단장으로 한 이

전 준비 T/F 팀을 중심으로 실사용자들이 검토한 후 검토안을 제출하고 본부 복

지과 및 시설관리담당관실에서 검토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재검토한 후 공사

감독관, 구로구청, LH공사, 비채누리, 시공사, 감리단 등 관계자들의 협의를 거

쳐 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있다.

법무시설 설계변경과정은 다음 [그림 4-16]과 같다.

[그림 4-16] 설계변경과정 

 부록: 시설과 인터뷰 참고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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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사용자의 입장과 건축가의 입장은 건물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르

다. 따라서 건축 설계 시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 하 다 할지라도 모든 사

용자의 세부적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교정시설과 

같은 특수시설의 경우 수용자의 관리와 보안에 중정을 두고 설계가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초 설계에는 중구금시설을 설치하기로 하 으나 중도에 심리

치료센터를 변경 설치하고 의료 중점 시설로도 지정되어 인공 신장실 설치 등 

교정 본부 주요 시책에 따른 설계변경도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 의해 발생 된 건

축 부분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4-15]와 같다.

[표 4-14] 단계별 설계변경 내용

구분 기획설계 실시설계 공사완료

배치도

내용
- 설계지침서를 바탕으로 
설계한 최초안

- 중구금수용동 신설 
- 후생동 배치 변경

- 심리치료센터 신설 
- 의료수용동 변경 
- 전자경보시스템 도입 
- 후생동내 목욕실 삭제

" " "

[표4-15] 건축부문 설계변경 내용, 서울남부교도소 이전사업백서, p.92

변경내용 변경사유

의료수용동

위치, 규모 변경 (504.4㎡→521.36㎡) 시설기준변경

위치, 규모 변경 (508.4㎡→652.88㎡) 시설기준변경

다목적실 입구 자동문 삭제 기능상 불필요

조적벽→SGP 벽체로 변경 실별 특성을 고려한 조정

중정부위 우수배관방식 변경 (외측→내측) 기능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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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용동
화장실 문: 아크릴 → 에칭유리(7m2) 수용자 인권보호

근무자실 바탁 : A/F→디럭스타일(15m) 기능상 불필요

Elev기계실 창호 추가(Grill+PL+철격자) 기능성 보완

인공신장실 변경(비닐타일→도기질타일,5m2) 실별 특성을 고려한 변경

중구금자실(1,408㎡)→심리치료센터(1,651㎡) 교정정책변경

보안청사동

EPS실 위치조정 실별 특성을 고려한 변경

접견실 창호 (이중창→3중 방음창 5개소) 시설기준변경

2층 복도 Layout 변경 (복도 일부를 문서창고로) 공간 효율성 증대

접견대기실 창호 변경 시설 보안 성능 향상

중앙홀 남자화장실 시선차단시설 설치 기능상 필요시설 반

주방부위 Layout 변경 실 별 특성을 고려한 조정

연결통로 EJ위치 변경 (중앙에서 단부로) EJ성능을 고려한 위치 조정

무기고 위치 이동에 따른 하부 Slab 구조 변경 구조 안정성을 고려한 보완

종교실(불교) 판넬 히팅 추가 (52m2) 실별 특성을 고려한 조정

무기고/ 탄약고 창호 변경 보안시설기준 적용

지하 당직실 환기창 설치 기능상 필요시설 반

PIT(1층 직원식당 하부) 점검구 추가 기능상 필요시설 반

수용동

관구실 평면 변경 (진정실, 휴게실 추가) 팀제 근무에 따라 시설기준 변
경

혼거실 복도측 창호규격 변경 (H:1300→1200) 설계도서 불일치(내역기준 적
용)

다목적실 내 근무자실 면적 변경 시설기준 변경

복도 근무자실 삭제 기능상 불필요

다목적실 자동문 삭제 (67ea→31ea) 기능상 불필요

탈의실, 샤워실 창호 이동설치 기능고려 위치 이동

독거실 출입문 하부 시찰창 (0.4x0.3,327ea) 수용자 감시성 확보

복도측 창호간격 조정 적벽돌 나누기 반  입면 조정

화장실 문: 아크릴 → 에칭유리(56m2) 수용자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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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동
독거실 화장실 문 추가 (303ea) 수용자 인권보호

근무자실 바닥: A/F→ 디럭스타일 (-161m2) 기능상 불필요

화장실 걸레받이 타일 매립 기능성 보완

1층 외부출입문 하부 sill추가(26m) 외기 출입방지, 품질확보

 Elev 기계실 창호 추가 (Grill + PL+ 철격자) 기능성 보완

수용거실문 Door Closer (569ea) 기능성 보완

주복도에서 운동장으로 출입문 추가 (0.97x2.4) 기능상 필요시설 반

다목적실 통로문 잠금장치 변경 (도어록-빗장) 보안기능 강화

가가 실 기능 충족

후생동

PIT 변경 (철골변경: 레미콘 13m3추가) 1층 평면변경에 따른 변경

1-2층 주방 Layout 변경 실 별 특성을 고려한 조정

근무자실 바닥: A/F→ 디럭스타일 (29m2) 기능상 불필요

1층 복도 철격자문 추가(3.37x3.0, 1ea) 보안기능 강화

작업동

복도 커텐박스 삭제 기능상 불필요

근무자실 바닥: A/F→ 디럭스타일 (29m2) 기능상 불필요

근무자실 복도측 출입구 삭제 (0.87x2.085,13ea) 기능상 불필요

Elev기계실 창호 추가(Grill+PL+철격자) 기능성 보완

옵셋 작업장 외부 출입문 신설 (2.9x 3.0) 장비반입 고려

1층 창고 → 화장실 변경 기능상 필요시설 반

근무자실 바닥 높이 20cm 조정 (A/F반 ) 보안성능 고려

심리치료센
터

다목적실 입구 자동문 삭제 기능상 불필요

2-3층 근무자실 삭제 시설기준 반

화장실 문: 아크릴 → 에칭유리(11m2) 수용자 인권보호

독거실 화장실 문 추가 수용자 인권보호

다목적실 내 PS 위치 이동 설비공사 간섭으로 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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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31일 신축공사 완료 후 사용 승인을 위해 관련 기관의 점검 후 

공사 보완과정을 거쳐 2011년 9월 15일 서울 남부교정시설은 준공처리가 되었

고 이후 2011년 9월 22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완료를 공고하 다.

(3)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 방식

교정시설 사업은 국가 보안 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폐쇄성과 현장 출

입의 제한 등의 열악한 현장 여건으로 인해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밖

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민간공사와 비교해 교정시설 사업의 설계는 관리가 복

잡하며 접근 또한 어려워 교정본부 내에서만 적용하는 각종 기준을 사용하고 있

고, 아울러 그 기준의 해석과 적용이 시설과 사용자별 재량에 따라 적용하다 보

니 시설사용부대(장), 시공자, 교정 사업관리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많다. 그

리고 대부분의 교정시설 조성사업은 계약일로부터 완공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시공단계에서 다양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 최초 계획

했던 부분들이 바뀌어 설계변경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한다.

남부교정시설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법무부-관

할 구청이 직접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

하려고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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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완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 알림

철거공사 및 가설울타리설치 착수

신축공사 착공

교정시설 명칭 변경

교정시설 신축사업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

설계변경

이전시행

신축공사 준공 및 사용승인

인권
위원회

민원인

사용자 외부이해관계자

변호사언론교도관 수용자 지역주민정부 및 행정 법무부 일선기관

건축/도시 전문가

시행사 건설사심위위원회 설계사무실

실  

시  

설  

계     

단  

계

[그림4-17] 실시설계 단계 주요 내용



 이러한 논의를 통해, 새로 건립한 서울 남부교정시설은 주민들에게 가장 

위압감으로 다가가는 두터운 벽이나 감시탑을 설치하지 않고,  테니스장 등 다

목적 체육시설과 산책로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도

심지에 속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변에 완충공간으로 80m의 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 다. 

[표 4-16] 실시설계 단계 : 의사소통 방식

관련주체 및 활동내용 이해관계자 주체 구조도

실시
설계 

및 
준공
후
단계

주체 의사소통 내용 의사소통 방법

의
사
소
통 
내
용

정책
관련 법무부-서울시

교정시설 신축 추진현황 

보고회
보고회 

운
관련 일선기관 이전준비 T/F팀 구성 회의 및 현장방문

지역
관련

법무부-지역주민 보고회 참석 보고회 → 언론보도 

건축
관련 건설사-설계사무소-일선기관 설계변경요구

일선기관 T/F팀 
공사 현장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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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Group B 사례에서의 시사점

(1) 생산 단계별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과 건축가의 역할

구체적인 의사소통 방식과 건축설계 반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남부교정

시설 설계를 담당한 건축설계 사무실의 담당 설계팀과의 심층 인터뷰를 하

다.  실무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처음 남부교정시설의 설계를 맡게 된 것은 116

법무부의 용역에 의해 수행하게 되었으며 사업의 발주자인 법무부는 시설 이전

에 적절한 부지선정 후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 책정과 지역주민 설득을 위한 주

민공청회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의 방향과 계획 등을 설명할 목적으로 설계안 구

상이 진행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교정시설 이전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를  설계사무소에  용역  발주하여  설계사무소가  과업을  진행하 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 관례와는 다른 점으로 기존에는 사업구상 초기 단계부터 건

축전문가를 개입하 다는 점이 다른 시설의 사례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

다. 용역을 맡은 설계사무소에서는 개별적으로 사례조사를 하고 시설 답사를 통

해 사용자의 의견을 면담을 통해 수렴하 다. 이는 공식적 절차로 마련되어 있

는 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설계사무소  판단 여하에 따라 기본구상에 반  여부

가 결정된다.

법무부에는 기존 시설의 설계 진행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교정시설 설계

는 거의 진행 해 본 경험이 없었던 설계사무소는 기본 구상안을 도출하기 위해 

해외사례 및 설계매뉴얼을 참고하여 교도소 배치와 대지 형상이라든지 주변 여

건을 고려하여 배치에 적당한 볼륨 맞추는 것을 우선으로 다양한 배치 대안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 다. [표 4-17]

 인터뷰는 남부교정시설 설계를 담당한 선진엔지니어링의 전담팀과 진행하 으며, 실무자116

는 당시 프로젝트 PM과 직원으로 인터뷰는 단계별 설계진행 방법과 진행상의 어려움, 문제
점과 그에대한 해결방법 등의 확인을 중심으로 진행하 다. 2019년  

- �  -209



기본구상 단계에서 제안한 4개의 대안은 교정시설의 사례를 검토하여 나

타난 특징을 형태별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본 대상지는 도심지

에 있으며, 주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바 토지이용의 효율을 증대 시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차폐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시설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대상지에는 분산형 배치는 적합하지 않으며, 집중형 위주의 혼

합형 배치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어 대안 4를 선택하 다. 선택안을 중심으로 

구로구와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기간을 통해 계속 수정 보안하고, 도시계획위원

회의 자문 후에는 차폐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배

치로 수정하 다. 이후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집중형 위주의 혼합

형 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안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4-17] 기본구상단계 안)

배치도 의사소통 방식 설계반 사항

기
본
구
상
단
계

해외 사례 및 설계
매뉴얼에 따른 배
치계획 

다양한 배치 대안 
연구

"
Alt 02

"  
Alt 01

"
Alt 04

"
Alt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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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는 현상설계를 통해 선정하 다. 기본구상 및 계획안 용역을 수행

한 동일 설계사무소에서 당선이 되어 안의 변화과 크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

야 한다.

[표4-18] 기본구상 단계 선택 안

배치도 의사소통 방식 설계반 사항

기
본
구
상
단
계

2004.01 구 관련부
서 협의

토지이용의 효율을  
증대시켜 지역주민
이 이횽할 수 있는 
편익시설 제공

2004.02 주민의견
청취기간 (14일간)

-

2004.03 구 도시계
획위원회 자문

차폐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설
을 집중시킬 수 있
는 배치로 수정 요
구

2004.06 시 관련 부
서 협의

집중형 위주의 혼합
형 배치가 타당한 
것으로 협의

2004.07 시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

-지적사항 보완 조
건으로 가결 

-배치대안 4 채택"  

대안 4 선택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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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무소는 동선, 경관, 토지이용 및 주민 이용시설 계획을 반 하여 3가

지 안을 검토 후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 세 번째 안을 채택하 다. 설

계사무소는 3안을 제안하 으나, 중앙도시계획심의 결정안(1안)에 따라 수용동

의 면적 증가로 교도소의 전면 배치 시 지역주민 공간 확보가 어려운 점과 비선

호 시설에 대한 완충 및 차폐공간 확보 등의 추가 보완사항을 참고하여 개선하

다.

[표4-19] 현상설계 제출안 분석

배치도 의사소통 방식 설계반 사항

현
상
설
계 
제
출
안

2004.11-2005.04 
중앙도시계획위원
회

- 민원인의 동선을 
고려해 배치안 
수정

- 임대주택단지에 
근접한 위치에 고
층인 구치소를 배
치해 시각적으로 
막혀있음

- 성토량 최소화 하
여 배치계획 수립
할것

- 중정형 규모로는 
기존 수용자 수용 
불가능, 효율적인 
면적을 위한 레이
아웃 필요

- 기존의 도시계획
결정안을 유지하
데, 새로운 배치계
획 수립

"

[표 4-20] 대안 비교

대안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결정안) 대안 2 대안3

개념 차폐와 완충공간 계획 교정시설 위주의 역 계획 설계사무소 채택안

배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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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천왕산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배치 및 층고 조절

과 민원동선을 고려하여  배치를 다시 계획하 다. 또한 토지 훼손 면적, 절성토

량을 최소화하고  수용동의 효율적인  레이아웃을 고려하여 수정하 다. [표 4-

21]

교정시설의 설계는 보안 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피드백이나 현장 답사가 

힘들어 설계 진행을 지침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설계 용역 완료 후, 시공단

계에서 일선 기관의 현장 점검에서 발견하는 문제점들에 의해 설계변경이 이루

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사업  시행  대행사는  교정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

와 구로구의 지침을 시공에 반 하는 등 중간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정시설의 특

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관리 능력이 요구되나 특수 시설인 교정시설에 대한 신

[표4-21] 기본설계 수정 안

배치도 의사소통 방식 설계반 사항

기
본
설
계
단
계

2006.03 시공사 관
계자 실무협의

수용동의 면적 증가
로 교도소의 전면 
배치시 지역주민 공
간 확보가 어려움 

2006.01-03  
자문위원회 회의개
최 (총4회)

→ 교도소와 구치소 

배치 위치 변경

"

- �  -213



축 경험이 없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117

[표4-22] 건축생산과정에의 영향

배치도 의사소통 방식 설계반 사항

실
시
설
계
단
계

2010.08 이전준비 
T/F 팀 결성 후 현
장점검

청사동 정문 차량진
입로 폭 4m로 변경

"

 시설과 인터뷰 참고, 부록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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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사무소 개별적으로 진행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Group B 사례는 건축가의 초기 개입으로 생산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

여와 의사소통의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건축물로 연

결되었음을 확인하 다. 

구체적인 설계사무소의 참여와 이에 따른 설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이

전계획추진 단계에서는 이전부지 선정이 의사소통의 주요 내용으로 이 단계에

서는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주로 시설 이전에 적절한 부지선정

이 가장 큰 목적이 있고 지역에 따라 주민은 반대자로서 향력을 발휘했다. 이

에 구로구청 및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차례의 이전 후보지 답사 및 재협의를 거

쳐 이전지를 변경하 다. 최종 후보지인 천왕동으로 잠정 결정되고 천왕동 주민

들의 반대에 구청장은 이전 반대 주민 대표 36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설득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이전지 확정에 큰 역할을 하 다. 따라서 이 시기에 설

계사무소의 개입은 없었다.

기본구상 및 계획 단계에서는 개별적인 용역을 통해 교정시설의 배치와 프

로그램 면적, 대략적인 예산 등을 책정하는데 이때 건축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을 사용자 및 전문가 자문이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 하 다. 이러한 사용118

자 의견수렴 절차는 교정시설 조성 과정상 공식적 절차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

아 설계사무소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작성되는 기본구상

에 반 되었다. 특히, 담당자가 직접 기본구상을 작성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

도에 따른 사용자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적 판단에 의해 작성된다

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단계에서 주목할 사항은 교정시설 이전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

를 설계사무소에 용역 발주하여 설계사무소가 과업을 진행하 다는 점이다. 이

 설계사무소는 구 관련부서 협의,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공식적 118

절차가 아닌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다층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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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과 다른 점으로 기존에는 사업구상 초기 단계부터 건축전문가를 투입하

다는 점이 다른 시설의 사례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설계

사무소는 교정시설 설계 경험이 거의 없고 기존 시설의 정보나 데이터는 거의 

없어 여러 대안을 계획하고 가장 합리적인 안을 찾으려고 노력 하 다. 이를 119

위해 설계사무소에서는 개별적으로 사례조사를 하고 시설 답사를 통해 사용자

의 의견을 면담을 통해 수렴하 다. 이는 공식적 절차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

며 따라서 설계사무소 개별 판단 여하에 따라 기본구상에 반  여부가 결정된

다. 

국내 교정시설 건축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외부의 설계업체가 교정시설의 

전반적인 설계를 맡게 되는 시스템으로 교정시설 비전문가인 건축가는 국내 교

정시설  건축설계표준지침인  「법무시설기준규칙」과「교정시설  설계메뉴

얼」에 명시된 기준과 지침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하지만 위의 두 문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한된 프로그램 조닝으로 인해 건축 설계자가 고정된 사

고와 창의적인 디자인 부재 그리고 이면의 교정철학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단

점을 갖고 있다.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장들도 교정시설에 대한 전문성

이 없고 안의 결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순전히 개인적 판단에 의

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표4-23]건축생산과정에서 설계사무소의 역할 (*설계사무소 개별 진행 배경색 구분)

교정시설 건축디자인 지침 Group B

생산과정 세부내용 설계사무소 역할

기
본
구
상 

및 

예산/기획

예비후보지 선정 -

후보지답사 및 선정 -

예산편성 -

부지선정 - -

신축계획 수립보고 - -

기본조사설계의뢰 기존시설 답사 및 자료수집

교정시설 건축디자인 지침 Group B

생산과정 세부내용

 설계사무소 인터뷰 내용 참고, 부록 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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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민원인의  동선을  고려해 

배치안을 수정하고, 임대주택단지에 근접한 위치에 고층인 구치소를 배치해 시

각적으로 차폐 효과를 주었다. 또한, 성토량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도시계획 결

정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고려하 고, 중정형 규모로는 기존 수용

자 수용 불가능하다는 조언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면적을 위한 레이아웃을 설정

하여 새로운 배치계획을 수립하 다.

기본설계는 현상설계를 통해 선정하 다. 기본구상 및 계획안 용역을 수행

한 동일 설계사무소에서 당선이 되어 설계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

야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시, 완충

녹지를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하 기에 교정시설을 둘러싼 약 80m의 완충

녹지를 조성하여 주택지역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외부에서 교정시

설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완성됨으로써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

하 다. 특히 지역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사정을 잘 이해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으로 법무부가 함께 논의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는 법무부가 먼

저 개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사전에 갈등 사항을 고려하

고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및 

계
획 
단
계

기본조사설계
기초조사 * 일선기관 요구사항 확인

도시관리계획결정

주민설명회 * 지역주민 요구사항 파악

부지매입 -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및 계획 과업지시서/ 설계지침 작성 기본구상 및 계획

Group B

설계사무소 역할

교정시설 건축디자인 지침 Group B

생산과정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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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교정시설은 착공 이후 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총 11차례의 현장 업무

협의를 개최하 고, 협의 결과 총 493건의 설계변경이 공식적으로 이루어 졌다. 

설계변경 과정은 남부교도소 이전 준비 T/F 팀을 중심으로 실사용자인 일선 기

관이 현장을 검토 후 검토안을 제출한다. 이후 본부 복지과 및 시설관리담당관

실에서 검토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재검토가 진행되고 현장 관계자들과의 협

의를 통해 설계변경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부분 사용자와 건축 설계자 간의 건축물에 대한 접근과 이해 방법이 다

르므로 건축 설계 시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 하 다 할지라도 모든 사용

자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에 설계사무소

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천왕동 주민 14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등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

키려 개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 다.

[표4-24]건축생산과정에서 설계사무소의 역할 (*설계사무소 개별 진행 배경색 구분)

교정시설 건축디자인 지침 Group B

생산과정 세부내용 설계사무소 역할

계
획 

및 

설
계
단
계

대상지 분석 설계의뢰 -

기본계획 및 설계개념 설정

사업계획서 작성 주민참여 워크샵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및 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기본안 작성 - -

최종안 결정 협의회

실시설계 사업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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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5] 건축생산과정에서 설계사무소의 역할 (*설계사무소 개별 진행 배경색 구분)

교정시설 건축디자인 지침 Group B

생산과정 세부내용 설계사무소 역할

시
공 
및 

관
리/
이
용
단
계 

시공

착공 착공

현장점검 디자인감리

설계변경

준공 및 사용승인

완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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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국외  교정시설  생산과정에서의  의사소통과  건축가의 
역할

본 장에서는, 국내 교정시설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건축 생산과정의 재정

립을 위한 검증 단계로 국외 교정시설 관련 제도 및 기준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와 어떠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시설이 조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 국내 

교정시설 생산과정 개선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 생산과

정에서의 의사소통 방식과 건축가의 개입 시점과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정시설의 건축 생산과정은 건축프로세스 방식에 대한 분석으로, 교정시

설 조성 시 참여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유도하는 방식과 생산과정 단

계별 의사소통 방식을 분석한다. 이러한 전체 생산과정과 함께 세부 실천 목표

를 위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준의 구성 방식 또한 함께 분석하여 전체

적인 생산과정과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나아가 합리적인 의사소

통을 위해, 국외 교정시설 조성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설계 관련 제도 및 기준

의 융통성과 자율성을 확인하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어떻게 갈

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아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국외 사례의 구체적인 분석 사항 및 자료의 근거는 다음 표[4-26]과 같다.

[표4-26] 해외 분석사례 대상

국 미국 일본

자료 건축디자인지침 분석 법무부 내부자료, 사례 법무성 인터뷰내용

정보

다층적 이해관계자 참여 다층적 이해관계자 참여 3자 체계

디자인 리뷰 자체설계팀 보유 자체설계팀 보유 

민관협력 시스템 지역 건축가 협업 실시설계-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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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교정시설 기준규칙 및 생산과정

(1) 민관 협력적 네트워크: 국

국은 1980년대 대처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 주도의 건축정책은 경제시

장의 침체로 도시의 정체가 심각해져 국가가 직접적인 관여를 줄이고 시장의 자

율성을 회복하고자 건축 규제완화정책을 실시하 다. 또한 도시의 활성화를 위

해 1990년 이후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을 시작하 으며 지역개발의 지

속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시행하 다.  이에 따라 공공 건120

축 조성 시 지역주민과의 합의는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게 되었다. 2000년대 정

부는 CAB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1999)를 설121

립하여 건축산업의 조달시스템 개선을 통한 예산을 절감하고, 디자인 향상을 통

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양적 확산이 아닌 질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공 건축의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과 보다 나은 건축

물 생산을 위해 BPB(Better Public Building)  정책을 마련하 다.122

이러한 정부 정책적 기반에 대응하여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MoJ) 또한, 

교정시설  조성  시  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킹,  공공-민간  협력체

(Private-Public Partnership)를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전

략을 모색하 다.  ‘회복적 교정’을 목표로 하는 교정이념을 바탕으로, 1990년123

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공동체 교도소(community prison)’의 이념을 제시한 울

푸 보고서의 출간 및 1990년대 초·중반 국 사회에 존재하던 형사사법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각지의 교도소와 보호관찰소가 지역사회와 함

 염철호 외 (2010), 공공청사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방안 연구, 2010,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20

p.73

 http://www.cabe.org.uk/121

 BPB는 좋은 디자인이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122

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 수상이 장관들과 정부 부처를 아울러 모든 신축 공공건물의 높은 
수준의 디자인을 성취하고자 발표(2000년)한 정책 성명서이다.

 허경미(2015), 교도소 민 화의 전략과 과제 - 국의 사례를 비탕으로-, 제48회 한국공안행123

정학회 세미나 자료집,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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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왔다. 

국의  법무부(MoJ)는  2011년  국왕립건축가협회(RIBA)와  Innovate UK

의 지원을 받아 건축설계 사무소 Matter Architecture의 Karthaus가 이끄는 리서

치 팀이 2017년 법무부의 PETP (Prison Estate Transformation Program) 장관과 협

력하여 디자인 관련 독립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교정시설과 지역사회를 위한 

교정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해 연구 기반 활동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 중 하나로 2017년 Matter Architecture 사무실 주도하에 

Wellbing in prison design: A guide (이하 ‘ 국 교정시설 기준규칙’) 을 새로 개124

정하여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심리학, 교

정시설 개혁 컨설턴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들과 함께 공동으로 교정시설 건축환경 개선

을  위해  ‘ 국  교정시설  기준규칙’을  개발하

다.   이  규칙은  교정시설의  개선된  환경과 

복지를 통해 재범률을 줄이고 교정시설을 보

다  효과적으로  운  할  수  있도록  건축  디자

인 개선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환경 

심리학 분야의 연구를 기본으로 더 나은 교정

시설과  교정시설을  사용하는  다양한  사용자

들에게 건강하고 발전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림 4-19]

 Matter Architecture, Wellbing in prison design: A guide, RIBA, 2017, 연구자가 주요 내용 번역124

하여 필요 부분 발췌, 재해석 하여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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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atter Architecture



�

‘ 국  교정시설  기준규칙’에서  제시하는  건축  생산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단계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단계에서는 HMP Humber와 함께 시설이 입

지 할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법무부 (MoJ) 소유권의 토지와 건물을 용도 변경하

기 위한 파일럿 (PILOT, 타당성) 조사를 실행한다. 이를 현지에서 진행하기 위해 

Community Interest Company를 설립하고 이행 및 기금 조성을 위한 단계별 마스

터 플랜 및 사업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전 조사 단계에서는 교정

시설 운  전문가의 의견을 반 하고 기존 교정시설의 운 상 문제점 및 보완사

항 등의 피드백을 반 하여 새로운 교정시설 조건에 맞춰 테스트 단계를 거친

다. 이후 교정시설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자 면담 등 다양

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 하고 이 과정에서는 지역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협력적 디자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정시설 건축 디자인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및 설계 관리 및 수행 방식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기획

업무의 완벽함과 추후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림4-19] Wellbeing in Prison Design: A Guid 
자료: Matter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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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는 대상지 분석을 위해 주민참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기본계획 및 설계개념 설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사무소는 교정시

설 유형을 개발하고 정부 기관과 디자인 협의를 통해 피드백을 거쳐 기본안을 

작성하고 타당성 및 사업방식 검토를 통해 기본안을 결정한다. 기본안이 결정

된 후 다시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 하여 최종안을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획단계에서 결정된 설계내용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 코디네이터와 디자인 리뷰를 통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시설계 완료 후 시공단계에서는 디자인 리뷰를 통해 결정 된 실시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테스트를 주도하는 과정을 

거친다. 

관리 및 이용단계에서는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건물 모니터링을 하여 보고하고 수용자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반복

적인 피드백으로 새로 신설된 시설의 설계 시 보안 해야 할 사항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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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자 협의체 설립: 미국

미국의 교정시설 건축 은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교정청이 주체가 125

되어 다층적 이해관계자들의 수많은 회의를 통해 설계안을 도출하여 공통의 요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정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

며, 궁극적으로는 정의 회복과 규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를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미국 국립 교정원 (NIC) 에서는 교정시설의 신축 126

및 증축에 대한 관할 지역의 지원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의 계획, 설

계 및 건설 진행 시  필요한 시설 개발 프로그램의 지침서인 Jail Design Guide를 

제공하고 있다. Jail Design Guide에서는 교정시설 설계와 관련된 기본 개념과 문

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설 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필요한 단계별 기

준 및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설문 조사와 디자인 가이드 저자의 의견을 토

대로 교정시설이 설립될 지역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예산으로 

교정시설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교정시설의 표준 및 건축 원칙을 제공하고 있

다. 

이 기준서에는 교정시설 설계 및 건설 그리고 운 에 익숙하지 않은 지방 

공무원, 건축가 및 계획가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상세히 담

고 있으며, 계획 및 설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평면도 제공

은 지양하고 있다. 이는 각 관할 지역에서 그 지역의 상황과 지역주민의 요구사

항을 충족시키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안관, 카운

티 위원장, 교정시설 관리자, 지역 정정 국장, 형사 사법 기획자 및 교정시설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등에게 신축될 교정시설의 계획, 설계 및 건설하는 데 도움

 본 연구에서 분석한 미국 교정시설의 건축생산과정은 ‘미국 교정시설의 건축동향과 국내 125

교정시설의 발전 과제’, 2018, 법무부 내부자료, p.19 및 Jail Design Guide –미국 국립 교정원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시설관련 기준, 2011년 3번째 개정판인 가장 최근 버전을 연
구자가 주요 내용 번역하여 필요 부분 발췌하여 수록하 다.

 법무부, ’미국 교정시설의 건축동향과 국내 교정시설의 발전 과제’, 2018, 법무부 내부자126

료,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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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무원이 신축 교정시설 설계 시 중요한 프로세스를 관

리, 유지하면서 지역 사회에 가장 유익한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획 단계에서는 사업의 인식, 타당성 조사,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프로젝

트 수행 방식 결정의 4단계로 구분되고, 기획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

의 효율적 운 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지원 사항, 제도적 운 수단 등

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숙련된 전문 민간 컨설턴트를 통해 현지 공무원, 

직원 및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교정시설 조

성 목표 및 방향을 설정을 위해 Stream 프로젝트 제출- 사업평가- 사업추진 결정

- 사업 범위 확인 및 추가개발- 주지사 예산 승인- 예비 프로젝트 규정 개발- 회계

연도 예산승인의 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설계자 선정 전 기본계획(Master Plan)과 프로그램에 관한 용역을 통해 부지

의 타당성, 수용인원, 공사비용, 요구공간 및 면적 등을 포함한 사전 조사를 실시

하고 기본계획(Master Plan) 수립 시 설계회사와 소통할 수 있는 민간컨설턴트 

참여 시켜 전문성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교정철학에 부합하는 교정 시설을 건

축을  위해  사용자(End-User)의  의견반 과  이전  시설로부터의  교훈(Lessens 

Learned)을  신축시설에  개선사항을  적용해  신축시설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 

구성한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사용자의  요구확인을  위한  실제  사용자와의  면담,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시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설 참관을 실시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공사 진행 통보- 건설계획- 시공- 실질적 완공- 보증기간 

개시하는 과정을 거치며 1단계(사전계획)에서 6단계(시공문서)의 과정을 거쳐 3

개의 시공사를 입찰 대상으로 선정한다. 통상 4단계(계획설계) 또는 5단계(설계 

개발)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가 있어, 설계와 공

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 �  -226



사전 설계 계획이 완료되면 개별 공간을 만들기 전에 설계 방향에 근본적

으로 향을 미치는 일련의 주요 고려 사항을 탐구한다. 또한 직원의 필요를 사

전에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고려사항에는 사전 디자인 계획 프로세스 중

에 내려야 할 기본적인 운  및 보안 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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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정시설 조성: 일본

일본은 교정행정에 있어 상당히 앞서가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 중

앙교정조직을 살펴보면 법무성내에 교정국이 있으며, 그 산하에 8개의 교정관

구가 중간 감독기구로 설치되어 있다.127

일본의 교정 철학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정행정의 실현’을 목표로 지역

주민의 교정행정 참여와 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그리고 양자 간의 교류를 활발

히 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며  128

교정시설 조성 시 주요한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민에게 이해받고 지지받는 교도소’라는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교정시설 

운 에의 지역주민 참여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되었다. 공공 건축 사업에 민간

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교정시설  조성에서도  PFI(Private  Finanace 

Initiative)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민간의 자본, 경  능력, 기술 등을 적극적으129

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관제 

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하여 그 참가를 도모한다는 것은 새로운 고용의 창출, 지

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증가로 연결되는 이점이 있다. PFI 사업의 

경우 교정시설의 민간부분 직원의 경우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시설

에서 사용하는 식품 등은 지역 특산물을 사용하는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혜택

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자체 간에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지역주민과 함께 살 130

수 있는 정책으로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결방안으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 4 장에서 첨부한 일본 법무성의 조직도 및 역사는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참고하127

으며, 예산 편성 및 교정시설 건축 전반의 프로세스에 관한 자료 및 사진은 일본 법무성 방문 
시 제공받은 자료를 인용·재인용한 것임을 밝힘 

 http://www.moj.go.jp/ENGLISH/CB/cb-01.html 128

 PFI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 . 소유하고, 사 업기간(20년간 예정)에 129

걸쳐 시설의 유지관리 . 운 하면서 매년도 국가로부터 위탁비의 지불을 받고, 사업기간 완료
시점에서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는 방식, 해외시찰보고서, 법무부교정국, 2007년 6
월, pp.14-15

 최인정, 교정제도 민 화에 관한 연구 : 아가페 기독교 민 교도소 설립준비를 중심으로, 130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논문, 2008,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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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정시설  생산과정은  시설  초기  구상단계에서  일선  기관은  직원 

수, 수용자 정원, 필요한 공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계획안을 교정국에 제출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정국 시설과 설계팀과 보안계가 여러 차례 검

토와 수정을 거친 후 대신관방 시설과에 제출한다. 제출된 기본구상안을 바탕으

로 대신관방 시설과에서 기본설계를 진행한 후 완성된 설계안을 교정국 시설과 

설계팀 보안계에서 접수 및 검토하는 단계를 갖는다. 검토한 기본설계안은 교정

국 내에 각 부서의 의견을 반 한 후 일선 기관으로 다시 보내고 일선 기관은 의

견서를 바탕으로 과별로 다시 종합한 후 교정국으로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교정국에서는 일선 기관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대신관방 시설과로 제

출하는 과정을 반복 하며 기본설계를 완성하게 된다. 이처럼 일본은 교정시설 131

생산과정에서 최종 사용자인 일선 기관의 참여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두드러짐

을 알 수 있다.

 백진 외, op.cit., 법무부, 2016, pp.115-1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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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다층적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의사소통 방식

교정시설 조성을 위해 교정본부, 교정공무원 그리고 사용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의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소규모 전문가 그룹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협업 방식을 추구하여 작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

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직원 및 관리자 그리고 

다층적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 참여가 시설 조성의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의 의사소통을 적절한 시기에 제안하고 있다.132

(1) 초기 협의체 설립

국은 교정시설 조성을 위해 기획의 초

기 단계부터 관련 부서 교정시설 전담 협의체

를 구축하고 사업 준비를 시작한다. 동시에 주

민  협의체를  설립하여  지역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시

설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한다. 

법무부 소유의 토지와 건물의 용도를 변

경하는  과정인  파일럿(PILOT)  조사는  세  번

의 개별 방문을 통해 수행과 기존 시설의 설문

조사 의견을 반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갈

등과 의견의 차이를 최소화한다.  

주민참여 워크숍과 다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 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검토하고 이때는 법무부 및 일선 기관의 요구사항을 반 하고 정기적으로 피드

백을 교환하며 사업의 타당성 및 방식을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은 한 번에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 코디네이터를 구축하여 여러 차례 회의와 검토를 

통해 설계관리를 하고 있다. 

 Roland Karthaus 외 2인, “Redesigning prison: the architecture and ethics of rehabilitation”, The 132

Journal of Architecture, 24:2, 2019,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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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리뷰133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사무소를 주축으로 시설이 조성될 지역을 분

석하고 주민참여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적극적으

로 반 하여 기본계획 및 설계 개념을 설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설계 사무

소는 교정시설 유형을 개발하고 정부 기관과 디자인 협의와 여러 차례 피드백 

과정을 거쳐 기본안을 결정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 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한다. 시운전 및 설계 프로세스의 핵심 단계인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는 디자인리뷰 제도를 실행한다. 디자인리뷰 구성원은 교정시설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디자인 전문가 패널로 순수하게 건축 디자인에 집중하여 건축

환경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일선 기관 초기참여

일본의  경우  교정시설  건축  생산과정에  법무성  교정국,  법무성  대신관방 

시설과, 일선 기관으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운 하고 있다. 일선 기관은 건축, 

기계, 전기 전공자를 포함한 시설 전문직과 처우 담당 직원 그리고 교육 담당 직

원으로 구성된 3자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정국, 대신관방 시설과와 그리

고 일선 기관의 협의체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스템

을 갖추고 있다.

(4) 관리 및 이용: Online survey  (온라인 설문 조사)

관리 및 이용단계에서는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건물 모니터링을 하여 보고하고 수용자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반복

적인 피드백으로 새로 신설된 시설의 설계 시 보안 해야 할 사항을 전달한다.134

 Matter Architecture, Wellbing in prison design: A guide, RIBA, 2017, pp.122-123133

 Roland Karthaus 외 2인, “Redesigning prison: the architecture and ethics of rehabilitation”, The 134

Journal of Architecture, 24:2, 2019, pp.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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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7] 영국 교정시설 건축생산과정 관련기준의 단계별 주요 내용 및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방식

세부내용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방식
정부 전문가 지역 

주민

기획
단계

관련부서 협의체 O O 디자인거버넌스 구축

주민협의체 설립 O Community Interest Company
설립

이전시설 의견 반 O

사전조사 O O PILOT

목표 및 방향 설정 O O O
지역지원네트워크 

(매월정기회의)

프로그램 기획 및 검토
/ 

수행방식 결정
O O 주민참여 워크샵

프로그램 및 설계관리 O O

타당성 및 사업방식 검토 O

사전조사 O 코디네이터

계획 
및 
설계
단계

대상지 분석 O

기본계획 및 설계 개념 설정 O O 주민참여 워크샵

기본안 작성 O 디자인리뷰

주민의견청취 O O O 설문조사

타당성 및 사업방식 검토 O O

최종안 결정 O O O

실시설계 O 디자인리뷰

시공
단계

사전협의 O O

테스트주도 O

현장점검 O

시공 및 디자인 감리 O 디자인리뷰

관리 
및 
이용

모니터링 및 보고 O O O 사용자설문조사- MoJ 제출
(매년 update)

보완사항 피드백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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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8] 미국 교정시설 건축생산과정 관련기준의 단계별 주요 내용 및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방식

세부내용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방식
정부 전문가 지역 

주민

기획
단계

사업기관 선정 O O

이전시설 의견 반 O O 컨설턴트 참여

사전조사 O O O 사용자 의견

부지선정 O O

목표 및 방향 설정 O O

설계사무소 선정 O 지역지원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기획 및 검토
/ 

수행방식 결정
O O 사용자 요구 확인

프로그램 및 설계관리 O

계획 
및 
설계
단계

대상지 분석 O

기본계획 및 설계 개념 설정 O O

기본안 작성 O O O

주민의견청취 O O

타당성 및 사업방식 검토 O O 지역사회 프로젝트 지원

최종안 결정 O O O

실시설계 O

시공
단계

현장점검 O

시공 및 디자인 감리 O

관리 
및 
이용

모니터링 및 보고 O

보완사항 피드백 O O O 사용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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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9] 일본 교정시설 건축생산과정 관련기준의 단계별 주요 내용 및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방식

세부내용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방식

정부
전문
가

지역 
주민법무

성

자체 
설계
팀

교정
국

일선
기관

기
획
단
계

관련부서 협의체 
/ 

주민협의체 설립
O 각 과별로 의견 수렴

예산책정 O

사전조사 O O O 의견 종합 후 전달

목표 및 방향 설정 O O 검토

프로그램 기획 및 검
토
/ 

수행방식 결정
O O O

프로그램 및 설계관리 O O O O 의견종합

계
획 
및 
설
계
단
계

기본계획 및 설계 개
념 설정 O

기본안 작성 O O O O 지역주민 의견 반

주민의견청취 O O O O 지역주민 의견 반

최종안 결정 O O

실시설계 O O 실시설계 외주/ 협의

시
공
단
계

시공 및 디자인 감리 O O

관
리 
및 
이
용

보완사항 피드백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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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건축가와 참여전문가와의 협력 관계 유도

(1) 설계사무실 선정 방식

미국의 교정시설 건축 시 설계회사 선정방식은 프로그램 구성 등 기본구상

을 담당하는 회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회사를 구분하여 진행한다. 

먼저  기본구상을  계획하는  설계사무소에서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배치에 

관한 현장답사, 관계자 인터뷰, 사업관계자와의 회의를 통해 중요사항을 결정하

고 기본구상(안)을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기본구상(안)을 바탕으로 미국 전 

지역에 있는 설계회사에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참여한 회사 중 교정시설 건

축에 대한 실적과 경험이 많은 3개 설계회사를 선정한 후 다시 제안공모   를 135

개최한다. 이후 관할 시 교정청은 이를 설계사 면접 시 활용하고 지속성과 연속

성을 위해 교정청에 상주하여 일할 수 있는 설계팀 우선으로 최종 설계사무실

을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설계사무실은 기본계획(Master Plan)과 프로그

램에 대한 대안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제시하고, 확정 단계를 거쳐 기본설계 

단계로 진입한다. 

이러한 설계사무실 선정 방식은 교정시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법무성 자체 건축 설계팀 보유: 일본136

법무성 대신관방 시설과는 교정시설 뿐만 아니라 법무성, 검찰, 출입국 관

리소 등 900개 이상의 시설을 건축뿐만 아니라 완공 후 유지 및 보수까지 관리한

다. 법무성 대신관방 시설과는 교정시설 건축의 전반적인 계획, 디자인, 예산 책

정 그리고 민원 업무를 하는 곳으로 직원 110명 중 설계 담당 직원은 45명, 전기·

기계·설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135

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공모방식
 백진 외, op. cit., 2016, pp.107-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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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법무성  대신관방  시설과에  자체 

설계팀이  구축되어 있어  기본설계는  내부에

서 담당하고 실시설계의 경우 민간 설계사무

소에 외주를 맡겨 함께 협업하며 진행하고 있

다.  자체  설계팀을  보유할  경우  초기  인건비

는  상승하지만,  노하우(Know-how)가  축적되

고 시설의 보안 유지가 용이하며, 이는 결과적

으로 설계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현저히 줄

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초기 기본설계

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체 인력으로 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설계비

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의 시스템 즉, 법무성 내 자체적인 법무시설 건축 설계팀이 있는 구성

은 현상설계나 공모와 같은 설계 발주 형식과는 달리 경쟁 구도가 없다는 점 때

문에 발전 없이 같은 시설을 반복하여 지어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선 기관

에서 주도적으로 요구사항들을 교정 당국에 전달하고, 교정 당국은 그 의견을 

조정하고 조율하여 시설과에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구조가 자리잡혀 일선 기관

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시설과가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자극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시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

체적으로 해외시설 답사를 하는 등의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고 있기에 가능하다.

법무성 대신관방 시설과는 프로젝트 기획부터, 예산 추정 및 신청, 디자인, 

건축계약, 건설관리, 시설 유지 및 관리 등 법무시설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

고 있다.  이들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표 4-3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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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일본 법무성 대신관방 시설과 
출처: 법무성



[표4-30] 법무성 대신관방 시설과 업무 내용, 출처: 일본 법무성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업무 역 세부내용

Planning of projects
-건축과 보수에 관한업무는 정부 각 부처의 협조와 관심으로 시작
-시설과는 또한 시설계획, 예산책정, 유지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구
류시설 등의 기술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

Request for budget -건설프로젝트의 초안에 근거하여, 부서는 필요한 금액을 책정하고, 재무
성에 예산지출을 요청

Design

-시설과는 건설의 기본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동시에,  예산, 대지의 상
황, 관련법과 제약 등을 고려
-또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
정시설 계획분야에 관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에게 기술적인 도움을 주
고 있음

Estimate of cost -시방서와 계획도면에 따른 특정 공사업무의 자재량을 계산한다. 시설
과는 적당한 단가를 예측, 간접비용을 더한 후, 프로젝트 전체 금액을 
계산

Conclusion  of  contracts  for 
construction

-시설과는 기술자격을 심사함으로써 계약자를 선택하고, 입찰에 부침. 
계약은 각각 프로젝트에 관여

Supervision of construction -부서의 기술 공무원은 모든 건축 프로젝트가 계약과 일치하여 수행되
었는지 감독

Maintenance guidance -시설과는 지역 건물과 시설을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공무상 책
임을 일선기관이 알 수 있도록, 안내를 맡음
-또한, 법무성의 적벽돌 건물 등과 같은 역사적인 구조의 보존과 활용
을 위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재 상태에 관해 점검

Property management -시설과는 토지와 건물의 관리와 나라 전체에 있는 법무성에 속하는 
정부 부서의 재산에 대한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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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2] 영국 교정시설 건축생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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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3] 미국 교정시설 건축생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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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4] 일본 교정시설 건축생산과정



4. 3 시사점: 국내외 교정시설 건축 생산과정에서 의사소통 
방식

(1) 교정시설 생산과정 및 단계별 주요 내용

교정시설 관련 제도 및 기준을 분석한 결과, 국가적 차원에서 각기 다른 교

정시설의 정책 및 조성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 및 

수요를 반 하여 세부운  지침과 조성 절차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국가별

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교정시설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행

정업무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국의  경우에는  민관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시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

고, 미국은 국가 자산으로 효율적인 업무 강화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고려되고 

있으며, 일본은 지방정부가 주도로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는 시설로서의 역할

을 주요 가치로 삼고 있다.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국가별 교정시설 건축 생산과정 관련 기준

의 단계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4-31]과 같다.

[표4-31] 국내외 교정시설 건축생산과정 관련기준의 단계별 주요 내용

국내 국외

교정시설 건축디자
인 지침

공공부문 건축디자
인업무기준 국 미국 일본

-
사업추진체계의 구

축 관련부서 협의체 사업기관선정
각 과별로 의견 

수렴

- - 주민협의체 설립 - -

- -
이전시설 의견 반 이전시설 의견 반

-

후보지답사 및 선정 사전조사 사전조사 사전조사 사전조사

국내 국외

교정시설 건축디자
인 지침

공공부문 건축디자
인업무기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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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단
계

신축계획 수립보고 - - 부지선정 -

기본조사설계
비전, 목표, 사업추
진방향 등의 설정 목표 및 방향 설정 목표 및 방향 설

정
목표 및 방향 설

정

- - - 설계사무소 선정

-
프로그램 및 사업
추진방식 결정

프로그램 기획 및 
검토/ 수행방식 결

정

프로그램 기획 및 
검토/ 수행방식 

결정

프로그램 기획 및 
검토/ 수행방식 

결정

- - 프로그램 및 설계
관리

프로그램 및 설계
관리

프로그램 및 설계
관리

- - 타당성 및 사업방
식 검토

- 기본구상 검토 및 
확정

- - 사전조사 - 예산

계
획 
및 
설
계
단
계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 수립 -대상지분석 대상지 분석 대상지 분석 -

개발 방향 및 목표 설
정 통합디자인 시행 기본계획 및 설계 

개념 설정
기본계획 및 설계 
개념 설정

기본계획 및 설계 
개념 설정

기본안 작성 기본안 작성 기본 안 작성 및 
조정

기본설계 및 실시설
계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 - - 기본설계확정

- 디자인검토 및 타
당성 평가

주민의견청취 주민의견청취 주민의견청취

- -
타당성 및 사업방

식 검토
타당성 및 사업방

식 검토 예산

- - 최종안 결정 최종안 결정 최종안결정

- - 실시설계 실시설계 실시설계 외주

사업비 변경 - - - -

시
공
단
계

- 협력체계의 구축  사전협의 - -

- - 테스트주도 - -

현장점검 - 현장점검 현장점검 현장점검

설계변경 디자인감리 도입 
및 설계변경

시공 및 디자인 감
리

시공 및 디자인 
감리

시공 및 디자인 
감리

관
리 
및 

- 운 체계구축 모니터링 및 보고 모니터링 및 보고 -

국외

미국 일본

국내 국외

교정시설 건축디자
인 지침

공공부문 건축디자
인업무기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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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교정시설 생산과정 및 단계별 주요 내용 비교의 시사점으로는 첫

째,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련 부서 내 협의 체계 구축 및 외부 전문가 활용이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와 달리 국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교정시설 

조성 시 건축가들이 교정시설의 사회적 인식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과 시설 사이에서 서로의 이해를 돕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처럼 교정시설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개방이나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 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물리적 측면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함과 더

불어 지역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와 건축가가 함께 공동의 가치 향상을 위해 참

여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참여와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협

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둘째, 초기 주민참여와 전문가 역할의 강화이다. 건축기획단계부터 지역주

민의 참여와 전문가 참여가 이루어져 협의에 의해 설정된 건축디자인 (안)에 대

해서는 담당 행정공무원뿐 아니라 발주자와 사업 시행 주체, 그리고 관계자들

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정시설

의 사용자는 발주자인 법무부가 아니라 일선 기관의 직원과 지역주민이기 때문

이다.

셋째, 정기적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사

업의 기획단계부터 조성 후 유지 및 관리까지 단계마다 지역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활용 등 추진체계가 마

련되어 있다. 또한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개방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  시간

리 
및 
이
용

- 지속적 관리 보완사항 피드백 보완사항 피드백 보완사항 피드백

국외

미국 일본

국내 국외

교정시설 건축디자
인 지침

공공부문 건축디자
인업무기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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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운 체계가 정립되어 있다.

이용 및 유지관리단계에서는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

준한 건물 모니터링을 하여 보고하고 수용자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반복적인 피드백으로 새로 신설된 시설의 설계 시 보안 해야 할 사항을 전달하

는 점도 국내와의 차이이다.

(2) 단계별 이해관계자의 참여 시점 및 의사소통 방식

국내외 교정시설 건축 생산과정 관련 기준의 단계별 이해관계자의 참여 시

점 및 의사소통 방식을 살펴본 결과, 국내 교정시설 건축 조성과정은 신축이 결

정된 후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 주관으로 설계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외

주화하는 시스템이다. 이 경우 교정시설 설계 산업 규모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과 긴 사업 기간 동안 설계사무소 직원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교정시설 설계 경

험이 있는 설계사가 일을 맡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정시설 

설계과정에서의 경험들이 노하우(Know-how)로 축적되기가 어렵다. 반면 앞서 

살펴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법무부(법무성) 시설과에 자체 설계팀을 보유하

고 있음을 확인하 다. 자체 설계팀을 보유할 경우 기본설계는 내부에서 실시하

고, 실시설계를 외주화하는 시스템으로 이는 조직 내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노

하우(Know-how) 축적이 가능하며 기획단계에서 준공까지 일괄된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교정시설  이용현황에  대한  사용자의  피드백  과정  필요성이

다. 시설의 완공 후 사용자에 의한 평가 및 피드백은 다른 시설의 조성을 위한 기

본구상 및 과업지침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

우에는 시설의 완공 이후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리하여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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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정시설 건축 생산 과정에서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협력을 도모하

고 주민의 참여를 통해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교정시설 공공성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가치를 공유

하며 새로운 의견을 도출해내는 의사소통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함으로써 지역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다층적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 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정시설의 공공성을 향상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다.

[표4-32] 국내외 교정시설 건축생산과정 관련기준의 단계별 이해관계자의 참여 시점 및 의사소통 방식

국내 국외

교정시설 건축
디자인 지침

공공부문 건축
디자인업무기준 국 미국 일본

기
획
단
계

관련부서 협
의체

정부기관- 전문
가

정부기관-전문
가-지역주민

각 과별 의견
수렴

주민협의체 
설립 워크샵

디자인거버
넌스 전문가

사전조사 정부기관/전문
가

정부기관- 전문
가

정부기관-전문
가

컨설턴트 참
여/사용자의견 요구안건조정

목표 및 방향 
설정

정부기관-전문
가-지역주민

정부기관-전문
가-지역주민

(지역지원네트
워크 매월정기
회의)

정부기관-전문
가

법무성 자체설
계팀 -교정국 

프로그램 기
획 및 검토/ 
수행방식 결

정

전문가 주민참여 워크
샵

정부기관 자체설계팀

타당성 및 사
업방식 검토

정부기관-전문
가 전문가

디자인 코디
네이터 구축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및 
설계관리

정부기관-전문
가

정부기관-전문
가

정부기관

주민설명회 정부기관-전문
가

사전조사 코디네이터

국내 국외

교정시설 건축
디자인 지침

공공부문 건축
디자인업무기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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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을 합리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관

련 주체인 교정직원, 교정 관련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 사이의 의사소통이 필

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 참여와 협력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이 마련

되어야 한다. 건축디자인 기준을 만드는 기획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참여와 전문

가 참여가 이루어져 시설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 

계
획 
및 
설
계
단
계

대상지 분석 정부기관/전문
가 MA/디자인팀 전문가 전문가

기본계획 및 
설계 개념 설

정
전문가 건축가-주민워

크샵
주민참여 워크

샵
법무성-교정
국-일선기관

기본안 작성 건축가 정부기관-건축
가 디자인리뷰 법무성 자체설

계팀
주민의견청

취
정부기관-전문
가/지역주민

설문조사

타당성 및 사
업방식 검토

전문가 건축가 전문가 지역사회프로
젝트 지원

최종안 결정 심의
정부기관-전문
가-지역주민

정부기관-전문
가-지역주민

정부기관-전문
가-지역주민

사업설명회
정부기관-전문
가/지역주민

실시설계 실무협의회/건
축협의회

건축가-디자인
리뷰

디자인리뷰 전문가 설계외주

시
공
단
계

사전협의 건축가 전문가

테스트주도 전문가

현장점검 일선기관(사용
자)

정부기관

설계변경 일선기관-전문
가

시공 및 디자
인 감리

전문가 전문가 디자인리뷰 법무성

관
리 
및 
이
용

 모니터링 및 
보고

전문가 사용자설문조
사

사용자설문조
사

보완사항 피
드백

정부기관-전문
가

정부기관-전문
가 법무성

국외

미국 일본

국내 국외

교정시설 건축
디자인 지침

공공부문 건축
디자인업무기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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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시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관련 있

는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자율성과 창조성 또한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주민

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때 전문가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 지역을 가장 잘 알137

고 그 도시에서 나고 자란 지역전문가의 참여와 함께 공공성을 위한 역할 제고

가 필요함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교정시설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 지역을 가

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전문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

다.

 오마이뉴스, “그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전문가다.”, 2007. 10.1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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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교정시설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중재적 건축
가 제도 도입

5.1 교정시설 건축 생산과정 개선 방향 설정

5.2 건축 생산 단계별 중재적 건축가의 역할

5.3 의사소통 개선을 통한 생산과정 재설정

4장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교정시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자 간의 참여 시점과 참여 방법에 따라 건축 생산의 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건축가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교정시

설과 지역사회의 의사소통 매개를 위한 중재적 건축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검

증하 다. 

본 장에서는 교정시설 중재적 건축가 도입을 통해 의사소통 방식 개선과 

건축 생산의 장을 재설정한다. 이를 위해 5.1에서는 국내 교정시설의 건축 생산

과정 개선 방향 설정을 하기에 앞서 살펴본 국내 교정시설의 공공성 검증을 통

해 도출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과 사례분석을 통한 단계별 이해관계자 간의 의

사소통 및 대응의 차이 분석을 통해 국내 교정시설 건축 생산과정의 현 위치를 

재점검한다. 또한, 4장에서 국내외 교정시설 건축생산과정의 분석을 통해 도출

한 시사점을 근거로 중재적 건축가 제도의 도입 방안을 현 시스템과의 접목성

이 높은 법무부 시설과 내 자체 건축팀 구축과 외부 민간 전문가 활용 방안의 두 

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제안한다. 이를 바탕으로 5.2에서는 필수적으로 실행되어

야 하는 생산 단계별 중재적 건축가의 역할 및 실천 방안도 함께 제안한다. 건축 

생산과정의 단계별 요구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장’ 마련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5.3에서는 의사소

통 방식 개선을 통한 생산과정을 재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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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교정시설 건축 생산과정의 개선 방향 설정

5.1.1 국내 교정시설 건축 생산과정의 현 위치 재점검

교정시설 조성을 위한 건축 생산과정의 문제점으로 첫 번째, 국내 교정시

설 실정에 맞는 시설 기준이 미흡하다는 제도적 문제점이다. 현행 교정시설 건

축지침서는 시설 용도별 면적 기준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특성

이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채 설계안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또

한 설정된 사업목표 및 계획의 일관성이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제도

적 문제점의 하나이다. 이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정직의 잦은 이동과 

사업단계별 서로 다른 용역 수행업체 등 일관된 전문성이 사업 초기부터 완성단

계까지 이어지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심의나 시공과정에서 초기 기

획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초기 기획단계에

서 설정한 사업목표와 실현을 위한 계획 방향이 건축 생산 단계별 요구되는 사

항과 함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운 ︎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

게 적용될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시공 후 이용 및 유지관

리 과정을 총괄하는 합리적인 시설 기준 및 방향 설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정시설 조성과

정은 정부 혹은 관 주도의 행정절차로 인해 생산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일선 기

관의  참여가  미흡하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을  조성할 

때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 중심에서 

탈피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획단계의 업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들의 참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생산과정의 일관성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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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시설과 관련된 전문가의 부재와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그동안 국내 교정시설 조성을 위한 전담 조직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고 담당자 또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부정확한 수요 측정 및 획

일적인 건축설계 지침 등의 적용으로 인하여 교정시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 다. 따라서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 사업의 질과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부서의 담당자를 선정하고 이들

의 참여가 보장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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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중재적 건축가 제도의 도입

교정시설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사

회적 참여를 통해 시설조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과 지역사

회와의 거리를 좁혀 줄 중재적 역할을 할 건축가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건축 생

산을 위한 중재적 건축가 제도 도입의 목적은 다층적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을 개선하고 생산과정에 있어서 국고의 효율적 사용, 교정시설이 추구하는 공공

의 이익 증대, 그리고 복잡한 교정시설의 이해를 도우며 다양한 요구사항을 합

리적으로 해결하여 불필요한 생산과정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교정시설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앞서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천적인 역에서 다층적 이해관계자 간의 합리

적 의사소통을 조성할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중재적 건축가가 왜 필요한지 국

내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본 장에서는, 4장에서 국내외 교정시설 건축 

생산과정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합리적 건축 생산의 장을 위한 충분조건인 중재

적 건축가 도입의 필요성을 근거로 국내 교정시설의 현재 위치와 국내 실정에 

맞는 개선 방향으로 중재적 건축가 제도의 도입 방안을 현재 시스템과의 접목성

이 높은 법무부 시설과 내 자체 건축팀 구축안과 외부 민간 전문가 활용 안의 두 

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제안한다.

(1) 법무부 시설과 내 자체 건축팀 구축

현재 국내 교정시설 건축 조성과정은 신축 의뢰가 이루어진 후 법무부 기

획조정실 내 시설담당관을 통해 민간 설계사무소와 계약을 맺는 구조로 이루어

져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교정시설을 전담하는 설계사무소가 한정적이라는 한계

와 긴 사업의 특성상 설계를 담당하는 사무소의 직원이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는 점 등으로 인해 교정시설 설계 경험이 있는 설계사무소가 프로젝트를 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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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드물다. 결국 교정시설 설계과정에서 얻은 경험들이 노하우(Know-how)

로 축적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앞서 살펴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법무부 혹은 법무성 시설과 내에 

자체 설계팀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구조는 교정시설 설계 경험

이 노하우로 축적되고 보안 유지가 용이하며, 설계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어 후에 설계변경이 줄어들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국내 법무부 시설과 내 자체 건축팀을 구축하게 되면, 법무부 내 기존 시스

템을 활용하여,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과 교정본부 복지과 시설 담당팀의 커뮤

니케이션이 원활해질 수 있다. 또한 일선 기관의 주도로 각 담당 부서의 요구사

항들을 교정본부에 전달하고 교정본부는 의견들을 모아 시설과에 전달하는 구

조로 항상 최종 사용자인 일선 기관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그림 5-1]

또한 기본설계를 기획조정실 시설과 내부에서 담당하게 되며 실시설계는 

민간 건축사무실에 외주를 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도입

되면 조직 내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설계의 노하우(know-how)가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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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일관된 설계 목표와 방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시설의 보안 및 유지 관리 또한 상대적으로 용이해 질 것이다. 

기본설계를 내부에서 담당하게 되면 건축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 기본 설계비는 전체 설계비의 40%에 해당하는 설계비 감소와 이

는 전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법무부 내 자체 건축팀 구축 방안

은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상의 장점도 가지게 된다. 

법무부 시설과 내 자체 건축팀은 법무부와 일선 기관 그리고 지자체와 지

역주민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기존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의 여건과 요구를 반 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프로그램 제

공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행정절차 위주의 의사결정 체계에서 기인한다고 밝혔

다. 이에 법무부 시설과 내 자체 건축팀 구축은 다른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를 통해 행정조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중재자의 기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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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건축 전문가 활용

앞서 중재적 건축가 제도 도입의 첫 번째 안으로 법무부 시설과 내 자체 건

축팀 구축을 살펴보았다. 1 안은 정부가 주도하는 방안이라면, 2 안은 외부 민간 

건축 전문가의 활용방안이다. 

국내와 달리 국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교정시설 조성 시 민간 건축가

들이 교정시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 3자의 입장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교

정시설 조성에 대해 전문성 보유와 동시에 전문적인 갈등 조절 기술을 갖춘 중

재자 역할의 건축 전문가는 이해관계자들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갈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전문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에서의 중재적 건축가의 이점은 정부와 민간의 입장을 동시에 접

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중재적 건축가는 갈등 조절에 대한 교육이나 경험 

등을 별도로 갖춘 자로 교정시설의 건축 관련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자체적으로는 건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

는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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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적 건축가의 역할은 우선적으로 법무부와 민간 사이에 행정적으로 거

쳐야 하는 절차를 네트워크 센터로서 기능해야 한다. 정부 기관과의 네트워크 

허브 구축과 상호 피드백 과정을 거쳐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제도

나 기준 개선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민간 건축 전문가로서 중재적 건축가는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필

요한 사회적 인식을 지역주민에게 교육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로서 그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민간 건축가로서 중재적 건축가는 교정시설 조성 관련 합리적 의사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총괄 코디네이터로 역할을 담보하며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네트

워크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정시설 건축 생산과정에서 얻은 정보

와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 기지로서 건축 관련 업무 및 디

자인 노하우 축적과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전문가 지원 업무에 대한 내

용을 보급하며 개선하는 역할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자로서 기능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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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건축 생산 단계별 중재적 건축가의 역할

5.2.1 다층적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 매개: 중재적 건축가의 조건

건축가의 역할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복합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근래 이

르러서는 기획단계부터 운  및 관리 유지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

는 건축가를 기대하기에 이르 다. 따라서 건축가는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사용까지 지속적으로 업무에 관여해야 한다. 건축가의 기본적인 역할은 발주자

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설계에 관련된 정보를 유용하게 전환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를 제시 하는 것이지만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경우 이에 대138

한 명확한 업무 프로세스와 대가 기준을 바탕으로 이들을 조율하는 역할이 더

욱 부각된다 .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교정시139

설과 같은 비선호 시설의 조성 사업일수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설140

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참여하는 다층적 이해관계자들과의 이견을 조율 ︎관리하

고, 공공 차원의 윤리 , 기능적인 역할과 종합적인 역할을 동시에 보유 할 수 있141

는 중재적 건축가가 필요하다 . 142

합리적인 건축 생산과정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다층적 이해관계자 간

의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다층적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전문가들의 긴 한 협업이 중요하다. 계획이 잘 수립되기 위해서는 다층적 

 박일우, op. cit., 2001138

 기획가의 정의 역시 다양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미래예측 및 개선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139

제공하는 기능을 주요 임무로 담당하는 집단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획가는 관리
인 혹은 행정인의 업무 범주에 포함, 권 찬 외(2002), "기획론 ︎, 법문사, p317

 김소연, 윤준선, ︎건축개발사업의 기획업무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 ︎한국부동산학회 논문집 ︎, 140

2007, p. 54

 Edumund M.  Burke(1979),  ︎A Participartory  Approach  to  Urban  Planning',  Human Sciences 141

Press, p. 268

 권 찬, op. cit., 2002, p.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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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간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의 전 과정을 

협의하여 계획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어떤 내용으로 기획하고 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 간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설계와 함께 이해관계자와 이들을 매개할 

중재적 건축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내 교정시설의 건축 생산과정에서 다층적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과정이 부재한 것은 형식적으로만 도입되어 본연의 역할

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교정시설 조성과정에서는 다층적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며 특히 건축물의 물리적 현상이 드러난 이

후에 많은 이견이 발생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 증가와 공사 기간의 증

가 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현황에서 의사소통의 매개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건축가로서, 시설에 대한 건축, 도시적 이해와 그와 관련

된 시스템을 이해하고 다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

가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교정시설과 같은 특수한 시설에서 모든 분야의 의견과 

시스템을 파악하기 힘들며,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중재적  건축가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첫째,  중재적  건축가는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거리를 좁혀 줄 매개 활동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이다. 중재적 건

축가는 이해관계자들의 시설에 기대하는 이상적인 의견을 수렴한다. 지역주민

들에게 교정시설 조성에 있어 상당한 향을 끼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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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주민참여는 공식조직이 없거나 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포함되

도록 폭넓게 해야 한다. 즉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기회와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들의 요구와 상반되는 정

책이나 결정들을 수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정시설의 특성상 정부 주도의 기획과 운 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

다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건축물을 짓는데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전

제되어야 한다. 기획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참여와 건축가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된 건축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주체, 일선 기관 그리고 지역주

민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교

정시설 계획에 지역주민이 무조건 적으로 반대하거나 대안 없이 간섭하는 경우

도 있지만, 시설에 대한 정보 혹은 이해 부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유도 크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을 중재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전문

가의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중재적  건축가는  다른  분야의  구성원들과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관

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정한 입장에서 다루고 반 해야 한다. 다른 분야의 전

문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의 의견과 내용을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율해

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정시설과 관련된 지역의 현황과 설계안의 적용 가능성

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조성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 논리, 주장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연결자와 같다. 교정시설 소통 현장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혹은 정부 사이에

서의 역할 조율이 중요하다. 또한 중재적 건축가는 이해관계자들 연계하는 역할

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갈등과 문제의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들이 가진 실질적인 문제와 갈등을 의사소통으로 풀어나가는 역할은 향후 시

설의 질이 높아지고 품격있는 공간으로의 결과를 낳는다. 정부와 민간의 다층

적 참여 주체들 간의 소통과 협의, 그리고 이를 통한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출하

여야 한다. 따라서 중재적 건축가는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집단이 서로 납득 가

능한 합의형성과 중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  -258



셋째, 중재적 건축가는 다층적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을 중재 할 수 있

는 건축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건축과 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의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시

공, 운 ︎관리까지 일련의 건축 생산의 장에 임해야 하므로 건축 전반에 대한 업

무 경험은 중재적 건축가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중재적 건축가 제도의 도입은 교정시설 조성 업무 기준과 건축 설계 과정

이 분리되어 운 되는 방식에서, 이러한 초기 단계의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매개적인 역할과 의사소통을 통한 사업의 목표 및 방향 설정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방식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유지를 위한 협업과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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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건축 생산 단계별 중재적 건축가의 역할

(1) 기획단계

교정시설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서는 건축 생산과정에서의 합리적 의사소

통 과정이 필요하며, 그중 행정절차로 수행되고 있는 기획단계를 프로젝트의 방

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단계로 인식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보

았듯이, 현재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기획단계는 법무부 시설담당관실의 교

정행정직원에 의해 예산책정을 위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서는 중재적 건축가가 기획단계 초기에 참여하여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건축계획과 행정업무의 균형 잡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획업무 이후 설계, 유지‧관리단계까지의 과정에서도 일관된 사업 방향으

로 진행됨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여 중재적 

건축가를 중심으로 업무수행의 체계가 잡혀야 한다. 또한 교정시설 조성과정이 

장시간 소요하고 법무부의 내‧외부적 요건에 의해 사업 기간의 변동이 잦음을 

감안할 때 중재적 건축가 주도의 디자인 관리체계 수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목표 설정에서부터 중재적 건축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향후 전반적

인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담 협의체가 필요하며, 다양

한 여건 속에서도 통일된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주체인 중재적 건축가가 지속

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획단계에서 중재적 건축가의 주요 역할은 교정시설 조성 관련 협의체와 

건축가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젝트의  목표와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재적  건축가는 

[일선 기관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전 시설의 노하우 및 개선사항을 참고]하

여 시설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들의 참여방식을 설정]하

여 정기적인 주민참여 워크숍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정

부-건축가-지역주민의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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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일련의 사전 협의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 전체 과정을 아우르는 전략적인 

틀을 바탕으로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과 잠재력을 파악하여 [목표 

및 방향을 설정] 한다.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이전 시설의 운  노하우 및 개선

사항 등의 피드백과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때 관련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한 갈등요소의 해결 및 사업 효율성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단순한 면적 기준 및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선정 및 규

모 ︎산정에서 벗어나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 그리고 요구사항 등에 부합할 수 있

도록 [설계조건을 설정]하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명확한 세부사

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초자료 조사와 현황 파악을 토대로 지역의 요

구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교정시설의 공공

역 이용 수요와 주민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때 정부와 지

역사회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의사결정권자들과 책임 주체들의 협력적 의사

소통을 바탕으로 이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갈등 해결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

한 사회적 담론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의 규모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

여 가장 효과적인 [설계자 선정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 특성을 고

려한 [사업추진방식 결정] 및 합리적인 추진 일정을 설정하여 기획단계에서부

터 준공 그리고 관리 및 운 단계에 이르는 전체적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재적 건축가의 적극적인 기획 참여와 단계별로 사업의 추진상황을 [온라

인 등록]을 하여 관련 주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기획단계의 중재적 건축가의 개입에 따르는 생산과정의 개선사항과 세부

내용에 따른 중재적 건축가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 [표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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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 중재적 건축가의 역할 : 기획단계 (개선사항 배경색으로 표현)

기 존 제안

생산과정 세부내용 생산과정 세부내용

기획
단계

예산/기획

예비후보지 
선정

사전기획

사업추진체계 준비

후보지답사 
및 선정

관련부서협의체구성

예산편성 후보지답사 및 선정

부지선정 - 예산확보

신축계획 수
립보고 - 외부전문가 활용방안 검토

기본조사설
계

기본조사설계
의뢰

사전조사

기존시설 답사 및 자료수집

기초조사 일선기관 요구사항 확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시설의 노하우 및 개선사항 피드백

주민설명회
목표 및 방향설정

주민참여방식 설정

부지매입 - 지역주민 요구사항 파악

- - ▶︎ 프로그램 및 설계관
리

시설성능수준 검토

- - 관리 운  계획

- -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절차 및 수행체계 마련

타당성조사 검토내용 설정

타당성 조사 결과의 객관적 검증체계 구축

부지선정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 -

사업수행방식 결정

설계 및 공사발주 방식 결정 및 선정

- - 공사 수행방식 검토

설계자 선정방식 검토

설계자 선정

기본구상 및 계획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운 방안 계획

기본구상 및 
계획

과업지시서/ 
설계지침 작

성
과업지시서/ 설계지침 작성

- - 프로그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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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 및 설계단계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는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시설의 목표와 방향성의 지

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단계로 관련 분야 간의 통합과 맥락이 강조되

는 단계이다.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중재적 건축가는 기획단계에 설정된 사업의  목표

와 방향, 요구성능 등을 토대로 설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바탕

으로 [대상지 분석]을 위해 [주민참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기본계획 

및 설계개념을 설정]한다. 선정된 설계사무소는 교정시설 유형을 개발하고 중재

적 건축가와 주기적인 회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협의]를 통해 피드백

을 거쳐 기본안을 작성하고 타당성 및 사업방식 검토를 통해 [기본안을 결정]한

다. 기본안이 결정된 후 다시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 하여 최종안을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획단계에서 결정된 설계내용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재적 건축가와 [디자인 리뷰]를 통해 주기적인 검

토가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중재적 건축가는 세부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는 [지역주민 워크숍]

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장을 마련해야 한다. 중재적 건축가는 워크숍 

개최에 협조하며, 기획단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관한 해결책을 건축설계 사무

소와 논의하여 워크숍 과정에서 발표하고, 디자인 검토를 통해 점검된 결과를 

다시 분석하여 워크숍 참석자에게 설명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온라인 시스

템] 상에 기록하여 다층적 이해관계자가 항상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물리적인 조성방안뿐 아니라 개략적인 프로그램 전략도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필요에 따라 여러 번 수행하고 계획설계의 [최종안을 확정]

한다. 설계사무소는 워크숍을 통해 강조되었던 주요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설

계]를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재적 건축가는 설계내용이 일관되

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사무소와 [디자인 리뷰]를 통해 주기적인 검토가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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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설계단계의 중재적 건축가의 개입에 따르는 생산과정의 개선사항

과 세부내용에 따른 중재적 건축가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 [표 5-2]와 같다.

[표5-2] 중재적 건축가의 역할 : 계획 및 설계단계 (개선사항 배경색으로 표현)

기 존 제안

생산과정 세부내용 생산과정 세부내용

계획 

및 

설계
단계

대상지 분석 설계의뢰 대상지 분석 사업목표와 방향 확인

기본계획 및 
설계개념 설

정

사업계획서 
작성

기본계획 및 설계
개념 설정

주민참여 워크샵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및 반

도시계획위
원회심의 사업목표방향과의 부합여부 확인

기본안 작성 - ▶︎

기본안 작성

계획안 검토

- - 계획의 지속성 확인

- - 예상 공상비 검토

디자인 검토

기본안 결정

최종안 결정 협의회
최종안 결정

사업목표방향과의 부합여부 확인

- - 계획의 지속성 확인

실시설계

디자인리뷰

실시설계 사업비변경 사업목표방향과의 부합여부 확인

- - 계획의 지속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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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단계 및 이용 및 유지관리단계

실시설계 완료 후 시공단계에서는 중재적 건축가는 [디자인 리뷰]를 통해 

결정된 실시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테스트를 주

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 중재적 건축가는 사전협의를 위

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에 협조하며, 워크숍에서 공정한 중

재자 역할을 하고, 계획안의 점검 및 논의를 통하여 완성된 설계안에 대해 최종

적으로 승인된 안을 [온라인시스템] 상에 공개하여 다층적 이해관계자들이 공

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선행 교정시설 건축의 설계 및 관리 운 상의 문제점

을 [피드백]하여 다음으로 신축되는 시설의 설계 및 건축에 반 되도록 한다.

이용 및 유지관리단계에서는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중재적 건축가의 역할

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꾸준히 건물 [모니터링]을 하여 [보고]하고 수용자 설문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반복적인 [피드백]으로 새로 신설된 시설의 설계 

시 보안 해야 할 사항을 전달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 완료 후 초기 사업기획 시 설정한 목표 및 방향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

여 문제 ︎ 파악 및 수정하고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타 사업

에 피드백되어야 한다.

시공 및 관리, 이용단계의 중재적 건축가의 개입에 따르는 생산과정의 개

선사항과 세부내용에 따른 중재적 건축가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 [표 5-3]과 같

다.

[표5-3]중재적 건축가의 역할 : 시공 및 관리, 이용단계 (개선사항 배경색으로 표현)

기 존 제안

생산과정 세부내용 생산과정 세부내용

-

시공준비

사전협의

- 설계변경

- 현장점검

기 존

생산과정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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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중재적 건축가의 주요 역할을 정리하면, 기본계획, 기본

설계, 실시설계, 시공 등 단계별로 상위계획에서 설정한 목표 및 방향성의 지속

성 여부를 검토하고, 계획이 변경될 시에는 초기 사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

부 기관 및 설계자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의 등을 통해 사업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한다. 또한 시설 운 관리 계획 수립 및 운 관리 평

가에서도 초기 사업목표 및 방향과의 연계 및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실

질적으로 다층적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의 장 개최에 협조하며, 의사소통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공 

및 

관리
/
이용
단계 

시공

착공

시공

착공

현장점검 디자인감리

설계변경 ▶︎ 사업목표방향과의 부합여부 확인

준공 및 사용
승인 계획의 지속성 확인

완공 사용 완공 모니터링 및 보고

시설운  및 관리

지속적 관리

사용자 설문조사

보완사항 피드백

제안

생산과정 세부내용

기 존

생산과정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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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의사소통 개선을 통한 생산과정 재설정

본 절에서는 5.2에서 제시한 중재적 건축가에 의한 의사소통 개선을 통해 

생산과정을 재구성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교정시설 건축 생산과정

은 공공시설로서의 가치보다는 관습적인 설계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

계가 있다. 이에 대하여 생산과정이 단순히 시설의 물리적 형태를 만들어 가는 

단계가 아닌 실무자뿐만 아니라 다층적 이해관계자가 함께 효율적이고 합리적

인 교정시설 건축 생산을 유도하도록 재정립하여 이해관계자들 간의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계획에 대한 기반을 견고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 단계별로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설

계 및 시공, 그리고 이용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설의 성능을 평가하

는 성과지표의 역할도 수행되어야 한다.

중재적  건축가를  도입한  새로운  매트릭스는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교정시설 설계매뉴얼』를 기본으로『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단

계별 업무 범위 및 절차를 따른다. 또한 필요에 따라 국외 교정시설의 건축 생산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건축전문가와의 협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제

시하 다.  현재  훈령으로  제정된『법무시설  기준규칙』과  법적  규제가  없는

『교정시설 설계매뉴얼』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교정시설 건축 생산과정의 내용

을 내실화하고 법적으로 위상이 제고된 교정시설 건축 생산과정은 의사결정 과

정에 가장 중요한 객관적 판단근거로서 일관성, 연속성, 지속성을 갖추는 생산

과정을 구현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재정립된 생산과정은 설계 단계별로 적용 및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들을 프

로세스와 상관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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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방식을 매트릭스로 제안하여, 성과지표와 함께 교정시설 생산과정의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와 갈등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중재적 건축가의 역할을 같이 제시하여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효과

적인 건축 생산의 장을 유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재설정 된 매트릭스의 새로 제안

된 사항들과 중재적 건축가의 역할은 배경색으로 구분하 다. [그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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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계]

지역지원 네트워크 구축

이해관계자 교육

웹 관리 시스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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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연구는  현대  교정이념에  적합한  교정시설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

만,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과정에서 사업부지 선정 시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 마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전제로 

시작하 다. 이와 관련해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공공성 증진 방안으로 다층

적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방식의 중요성에 주목하 다. 교정시설에 나타고 

있는 현대적 쟁점과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향

후 보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교정시설 조성을 위해 요구되는 생산과정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신축된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해 도출되는 사회적 주창은 공공성의 증

진이다. 막대한 규모의 대민시설 즉, 문화시설, 편의시설, 체육시설 그리고 심지

어 판매시설에 이르는 다양한 대민복지시설이 설치되고 운 됨으로써 교정시

설의 많은 면적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교정시설은 

보안성과 공공성이라는 시설의 양면화로 인해 이러한 사회적 환원이 사실상 양

적으로 더해지는 각종 프로그램의 증가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국내 교정시설 조성 과정은 시설의 노후화와 과 화로 인해 개별 건물에 

대한 논의에만 머물고 있어 건축물과 지역사회의 향 관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

하다는 지적이다.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는 정부, 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 다층적 이해관계

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들은 주체에 따라 정부와 정부, 정부와 지역사회,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간에 경제, 사회적 편익 그리고 가치의 차이에 따른 갈등

이 있다. 교정시설 신축 사업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관계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국

가 중장기 사업으로 넓은 업무 수행 범위에 기인한 복합적 원인을 가지고 있다. 

교정시설 입지 반대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에서는 정부에서는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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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들어내지 않으려 하고 지역사회의 반대를 

비선호 시설의 전형적인 문제로 폄하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국내 교정시설

이 직면한 쟁점을 살펴본 결과 비선호 시설의 입지갈등, 주민 참여 배제로 인한 

갈등,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한 전문가 부족으로 설계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있음

을 확인하 다. 즉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소통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결국 국내 교정시설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

로 대민 친화적인 공공시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기저에 이해관계자 간 합리

적 의사소통을 통한 건축 생산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정시설 생산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역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

해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경우로인 Group A,  지역사회와 

갈등 조정 후 사업이 진행된  Group B, 그리고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교정시설 

유치를 희망한  Group C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사례 분석을 하 다.  

Group A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초기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정부 위주

의 선 결정 후 통보의 일방적인 전통적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주민-

공공 간 의사소통 관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하고 그 기저에는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이 결여 혹은 특정 참여 주체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Group B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초기에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해 기획단

계 이후에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기획단계에서 사

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구상 

초기 단계부터 건축전문가를 투입하 다는 점이 다른 시설의 사례와는 다른 점

이라고 할 수 있다.

Group C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으로 지역에 유치를  원하고 요구

사항을 논하 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진행해 건축이 

물리적인 실체를 드러낸 이후 오히려 갈등을 재생산시켰음을 확인하 다.

사례분석 결과, 다층적 이해관계자 및 참여 주체들의 참여 시점, 방법,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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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속성 등이 건축 생산의 장에서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물리적으로 다른 결

과를 만들어 냈음을 확인하 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

양하고 복잡한 갈등 양상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떻

게 건축 생산과정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보여주었다.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

통이 건축 생산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 기준과 해외 교정시설 조성

과 관련된 지침에 따른 교정시설의 생산과정 재설정을 위한 근거를 모으는데 

큰 의의가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그리고 산발적으로 수립했던 교정시설 관

련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통합, 보완, 정리를 통해 교정 본부가 세운 목표를 실현

하는 수단인 교정시설 조성 과정의 위계를 정립하고 나아가 공공적 가치를 높이

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한 지침서이자 안내서로서의 유

효성을 높이고자 하 다. 또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 기준뿐만 아니라 해

외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된 지침서에서 공통으로 언급되고 있는 주민 참여의 실

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생산과정에서 담아야 할 내용과 다층적 이해관계자들

이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그리고 유지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목표, 정책, 전략 등이 뒷받침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사회

와의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방식 개선을 통한 교정시설 건축 생산과

정 재설정의 방향을 제시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외  교정시설  건축  생산과정에서  의사소통  방식의  현황을  조사,  비교 

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국내외 교정시설 생산과정 

및 단계별 주요 내용 비교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련 부서 

내 협의 체계 구축 및 외부 전문가 활용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와 달

리 국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교정시설 조성 시 건축가들이 교정시설이 가

진 사회적 이미지와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를 바탕으로 시설과 지역

주민 사이의 이해를 돕고 이해관계자 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이처럼 교정시설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개방이나 주민편의

- �  -272



시설 등 공공 역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물리적 측면의 공공성을 고려는 물론

이고 지역주민이나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시설 조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

로 지역주민에게 교정시설에 관한 이해를 돕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의 체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 건축, 시

설관리 등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사업 조성 단계별 역할을 설정하고 지속적이

고 일관성 있는 목표를 위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초기 주민참여와 전문가 역할 강화이다. 건축디자인 체계가 잡히는 

기획 초기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참여와 전문가 참여가 이루어져 설정된 건축디

자인에 대해서는 담당 행정공무원뿐 아니라 발주자와 사업 시행 주체, 그리고 

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것 또한 매

우 중요하다. 교정시설의 사용자는 발주자인 법무부가 아니라 일선 기관의 직원

과 지역주민이기 때문이다.

셋째, 정기적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 초기 단계부터 조성 후 유지와 관리까지 각 단계에 맞게 지역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려는 방안으로 외부 전문가를 활

용하는 등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바탕

으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운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와이용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의 경우, 건축 설계 및 관리 운 상 드

러난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신축되는 시설에 반 되지 못하는 구조가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용 및 유지관리단계에서는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건물 모니터링을 하여 보고하고 수용자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반복적인 피드백으로 새로 신설된 시설의 설계 계획 시 보안 해야 할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도 국내와 차이이다. 사업 완료 후 초기 사업기획 시 

설정한 목표와 방향을 확인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사용자의 이용 현황을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장기운 계획 및 타 사업에 피드백 하는 시스템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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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사점들을 종합해 본 결과 중재적 건축가를 통한 의사소통 방식

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다른 분야 관계자 간 서로 

소통을 못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개할 중재적 건축가의 도

입이 필요하다. 중재적 건축가 제도의 도입은 교정시설 조성 업무 기준과 건축 

설계 과정이 분리되어 운 되는 방식에서, 이러한 초기 단계의 전문가들과 이해

관계자들 간의 매개적인 역할과 의사소통을 통한 사업의 목표 및 방향 설정뿐

만 아니라, 사업 수행방식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유지를 위한 협업과 상호관계

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교정시설의 합리적 건축 생산과정을 위해 중재자를 통한 의사

소통 방식 개선 및 생산과정 재설정 방안을 제시하면 첫 번째로, 공동의 가치와 

목표에 바탕을 두고 중재적 건축가를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시설에 대한 기대하

는 이상적인 의견을 수렴한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시설 조성에 향을 끼칠 기회

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민 참여는 공식적인 조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폭넓게 적

용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건축 생산과정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다층적 이해

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다층적 관계자들의 의견

을 수렴하여 전문가들의 긴 한 협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모든 이해관계자

의 의사결정 및 설계와 함께 이해관계자와 이들을 매개할 중재적 건축가의 역할

이 필요하다. 국내 교정시설의 건축 생산과정에서 다층적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과정이 부재한 것은 형식적으로만 도입되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현황에서 의사소통의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건축가로서, 시설에 대한 건축과 도시적 이해와 그와 관련된 

시스템을 이해하고 다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교정시설과 같은 특수한 시설에서 모든 분야의 의견과 시

스템을 파악하기 힘들며,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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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다자간 그리고 상하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한 건축 생산과

정 재구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다. 중재적 건축가는 건축 외의 분야에 속해있

는 구성원이나 계획에 참여하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다루고 반

할 수 있는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즉 다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용해야 하며 관련 지역의 현 실정과 기존 계획기준

의 적용 가능성과 적합성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재적 건축가는 교정시설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

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중재적 건축가는 관련된 전

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고 실제 적용에 있어 다층적 관계자들의 입장

을 체계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을  종합하면,  중재적  건축가는  다층적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

를 고양하고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발전에 기여해야만 한다. 

또한 생산과정에서는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재적 역할을 성실

히 수행해야 하며, 특히 참여의 장에 배제되어 있던 이해관계자를 위한 우호적

인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재적 건축가는 다양한 이

해관계자의 참여를 권장하고, 계획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지원하

며, 의사소통의 장이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교정시설은 이제 폐쇄적인 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

이 체험하고 경험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공공 역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

한 변화를 기반으로 교정시설은 지역주민과의 상호 관련성을 자각하고 합리적

인 의사소통을 구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합의에 따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공공성’이 교정시설 갈등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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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 건축프로세스 전반에 관하여 (2016.11.02. 진행) 

1. 현재 교정시설 신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 사업확정→부지매입→설계→총사업비 변경→공사/감리→준공/입주 단계로 진

행되고 있다.

2. 교정시설 초기 기획부터 완공까지 전체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 대략 7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된다.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하는 단계가 전체 기간

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빨라야 2~3년이 소요되

고 있다.

3. 교정시설 부지선정과 매입 시 고려사항 및 과정은?

- 부지선정과 매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는 해당 실·국·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경우, 교정본부의 복지과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다.

4. 교정시설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 교정시설의 경우, 교정본부 복지과에서 어느 일선기관이 개축 혹은 신축이 필

요한지, 어떤 새로운 시설이 필요한지, 어디에 필요한지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설계사무소(3곳)에서 한 달 정도 기간을 갖고 아이디어를 제안 하면 

시설담당관에서 검토 후 선정하게 된다.

5. 건축 프로세스 개정 시 예상하는 이상적인 과정이 있는지?

- 실무협의회 단계에서 많은 문제를 걸러 낼 수 있도록, 교정 본부와 일선기관

(End User)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교정본부 및 일선기관과 교정시설 건축설계 수정·보완에 관련한 업무소통의 

방식 및 빈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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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계단계(시설담당관이 주도적으로 진행)에서 용역업체를 선정(PQ방식

으로 선정)하고, 이후에 기본설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와 건축협의회

(기본설계확정을 위해)를 진행하고 있다. 실시설계단계에서 시설기준규칙이 바

뀌거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기 위해 수시로 의사소통을 하려

고 노력하고 있다. 공사 단계에서 시설기준규칙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시

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수정하고, 완료가 된 부분

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수정을 진행하고 잇다.

7. 교정 본부와 교정시설 건축설계 수정·보완에 관련한 업무소통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이 있다면?

- 기본설계(기능이 80~90%는 완성)단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수정사항을 걸러내

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교정 본부나 일선기관에서 많은 의견을 내지 않고, 거의 

대부분 공사 단계 중에서도 70~80%정도 완료 된 상태까지 와서야 의견을 내는 

상황이라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한 기획부터 준공

까지의 전체 기간에서 인사 이동이 몇 번 있어서, 기획단계에서 참여했던 직원

이 공사 끝까지 관장하는 경우가 없다. 교정시설에 정답이 없다는 것이 가장 어

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실무 담당자가 각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모든 사람을 만족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8. 신규 교정시설 건축 설계사무소 선정의 과정은?

- 규모에  따라  현상,  공모(제안공모,  기타공모)방식,  PQ방식(교정,  고시금액미

만)으로 설계를 발주한다. PQ방식 진행 이유는 교정시설의 경우 외부에서 경험

하기가 쉽지 않다. 외부에서 현상이나 공모를 하더라도 심사위원이 평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교정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나, 했던, 5급 이상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설계사무소를 보고·평가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약  7명으로  교정공무원,  기능·기술직으로  구성하고  설계사무소의 

경우 3~5곳 정도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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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이 있다면?

- 3~5곳 정도의 설계사무소는 교정시설 설계 경력이 있어 기능에 대한 이해도

가 높은 반면, 새롭게 참여하는 설계사무소의 경우는 교정시설 전반에 대한 이

해도가 떨어지다 보니 시설 전반의 배치나 구성에서 많은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다.

10. 건축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업체와의 소통 방식 및 빈도는?

- 설계사무소 선정 이후에 모든 세세한 사항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교정시

설 설계매뉴얼」을 주고,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11. 「법무시설기준규칙」 및 「교정시설 설계매뉴얼」의 목적 및 프로그램 별 

면적산정의 기준과 방법은?

-「법무시설기준규칙」은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  개략적인  예산을  책정할  때 

사용되고,「교정시설 설계매뉴얼」은 설계사무소 선정 이후에 정책 변경에 의

해 세부 시설구성과 면적에 대한 변화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매뉴얼을 참고

하여 설계에 반 하고 있다.「법무시설기준규칙」과 「교정시설 설계매뉴얼」

은 시설 유지·보수에도 참고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12. 마지막으로 건축프로세스 개선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있는지?

- 가장 힘든 부분은 사업비 관리이다. 전자경비시스템이나 CCTV 등의 수요는 계

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은 증가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

업비편성 하는 실무자와 공사관리 실무자는 각각 따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

설의 필요에 의한 예산편성의 효율적인 갱신이 꾸준히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

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건축프로세스에 관해서는 일선기관(End User)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효과적인 실무협의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많은 부분을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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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복지과 시설담당자: 건축프로세스 전반에 관하여

1. 현재 교정시설 신축과정 전반에 대한 개요?

- 후보지 선정 지시→후보지 답사 및 선정→신축계획 수립 보고→기본조사설계

의뢰→기본조사설계→도시관리계획 결정협의→부지매입→설계자료 작성→신

축의뢰→기본 및 실시설계→공사계약→공사착공→설계변경  및 기성검사→시

설인수 선발대 파견→준공예정일→준공검사→시설인수→수용자  수용 사전점
검

2. 교정시설 초기 기획부터 완공까지 전체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 시설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야기 하면 초기기획단계는 

3-5년, 기본설계 1-2년, 실시설계 3-5년,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3-5년정도 걸린다. 

총 8-10년 정도 소요한다고 할 수 있다.

3. 건축 프로세스 개정 시 예상하는 이상적인 과정이  있는지?

- 실무협의회를 자주 갖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예산집행과 같은 과정에 향을 주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

다.

4. 복지과 시설관리 직원의 구성원은?

- 상황에 따라 다른데, 현재는 총괄 1명, 재정 4명, 관리 4명, 건축 4명 이렇게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5. 현재 1명의 직원이 몇 개의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고 있는지?

- 3~4개(신축+기존시설 유지보수)

6. 한 번 맡은 프로젝트 업무는 프로젝트 시작부터 완료까지 맡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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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설담당

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수인계 지침은 있으나 놓치는 부분도 많다. 시설의 수

용능력이 500명 정도로 소형화 된다면, 행정적 검토에 드는 시간이 줄고, 그만큼 

꼼꼼히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7. 기본설계기간만이라도 담당 T/F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는

지?

- 하지만 인사이동과 맞물리면 어쩔 수 없다.

8. 그렇다면 보통 업무 이동의 주기는?

-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평균 3-5년 주기라고 볼 수 있다.

9. 신축계획 수립 보고 시, 일선기관(End User)의 의견을 참고하는지?

- 신축시설의 예상 수용능력이나 비젼 등은 일선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기초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0.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인지? 기본설계 이후라

면,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증액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나?

- 후보지 확정 이후 ‘도시계획관리 변경’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 이후에 본

격적으로 부지 매입절차에 들어간다.

11. 실무협의회의 시점 및 횟수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 실무협의회를 갖는다

고 했지만, 더 자세한 시점을 파악해야 함)

- 기본설계 작업 중에 2-3회 실시 하고 있다.

12.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일선기관의 직원은 각 과 별로 의견을 종합한 내용

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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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과별로 의견을 모으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시설이전 시점이 상당히 많은 남아

서인지 관심도 많이 없을뿐더러, 단편적인 요구만을 주로 한다.

13. 건축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어떤 과정으로 선출하는지?

- 시설의 설계, 건축, 운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람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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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경북북부제1교도소 서기관님: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지침 관련 

(2017.05.14 진행)

1. 법무부 교정시설 건축설계표준의 역사는?

- 90년도 제정 이전에 우리나라는 별도의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28년 제

정 된 일본의「형무소기준준칙」 을 참고하여 법무시설 설계에 참고 하 다. 이 

기준을 적용받은 첫 시설은 서대문 형무소이다.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해방이후부터 1967년까지는 기준규칙이 정해 진 것

이 아니라 수용 도라는 용어를 사용해 독거실 4.62㎡ / 혼거실 1.65㎡ (0.5평) 로 

구분하 다. 일본, 독일, 미국 등 각국의 법무시설과 관련된 기준 등의 자료를 수

집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가재정, 수용실태와 규모 등 여러 실정을 고려하

여 제정한 것이다.

「교정시설 설계매뉴얼」은 효율적인 교정시설 설계, 시공, 감리를 위하여 「법

무시설 기준규칙」에 담을 수 없는 각 공간의 구성과 목적 등 시설사용과 관련

된  교정행정  업무수행  지침  등을  참고하여  2004년도에  「교정시설  설계매뉴

얼」 이 제작 되었다.

2.건축설계표준의 목적 및 방향성은?

-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시설의 신축·증축·개축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시

공 및 동 시설의 취득, 배정에 필요한 적정한 시설기준을 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여, 소요공간의 종류와 면적 산출의 기준으로 각 공간의 사용 목적과 용도, 성

능 등에 관한 설계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로, 실제로 법무부 

시설관계 실무자와 교정시설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회사 관계자·감리자 들이 업

무수행 착오와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2002년 

건축시방서가 성능위주로 그 기준 변경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기본 성능에 

대한 분류등 향후 대응을 위한 토대로 마련되었다.

「교정시설 설계매뉴얼」은 설계자에게 교정시설의 특수성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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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무시설 기준규칙」과 「교정시설 설계매뉴얼」의 관계와 위상은?

-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현재 법무부 자체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고,「교정시

설설계매뉴얼」은 법적 위상이 없고 일종의 매뉴얼로서만 작용하고 있다.

4.「법무시설 기준규칙」과 「교정시설 설계매뉴얼」 제정시 다른 기준 규칙의 

참고 유·무는?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기준과 국내의 여건을 고

려하여 제정하 으며,「교정시설 설계매뉴얼」은 교정시설 공사 추진 과정에

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일선기관의 의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실

무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 만들어 졌고, 설계 또는 공사 실무 담당자 마다 

각 공간의 기능과 요구 성능에 대한 해석과 이해 및 경험이 달라 그 때마다 달라

지는 등 사용자의 과다하고 다양한 요구가 많아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법무시설 기준규칙」으로는 정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5.프로그램 별 면적산정의 기준과 방법 (교정시설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프로그램별 개별 공간이 배열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정부청사면적기준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으며, 법무시설은 해당실국에서 「법무

시설 기준규칙」을 기준으로 소요 공간에 대한 면적을 산축하고 그 면적표를 토

대로 기획조정실에 설계를 의뢰하여 추진되고 있다.

6.「법무시설 기준규칙」과 「교정시설 설계매뉴얼」의 개정주기, 목적 및 선

후 관계는?

- 정해진 개정주기는 없다.

7.「법무시설 기준규칙」과 「교정시설 설계매뉴얼」의 참여 전문가 및 자문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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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시설 기준규칙」과 「교정시설 설계매뉴얼」 의 제정 및 개정은 교정시

설 시설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잇다.

8.우리나라 현행 법률과의 관계는?

-「법무시설 기준규칙」의 경우 대지면적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을 따르고,「교정시설 설계매뉴얼」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법령 규칙, 기준 등을 참고하 다.

9. 개선방향이나 제안사항이 있다면?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현재 검찰시설, 보호시설, 교정시설, 출입국 시설, 연

수원 시설 등 모든 법무시설을 포괄하고 있으나 공간의 성격이 각각 다른 다양

한 시설들을 같은 양식의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담아 놓고 있으나 각 시설의 성

격과 용도, 기능이 다르므로 교정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편제할 

필요가 있다. 타 법무시설과 구별되는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요소

별 공간 구성, 형태 등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은 수

용자가 주로 생활하는 거실로 구성된 수용동에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수용동의 

형태, 수용인원, 수용구분 등을 고려하여 미국과 같이 유형별로 수용동을 몇 가

지 형태로 구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대한 기준은 현행 「법무시

설 기준규칙」에서 별도 체제로 분리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무부 규칙으로 편제하고,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행령 등에 교정시설의 체계적 조성을 위한 조사 연구 입지갈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또한, 시설디자인 과정에서 추구해야하는 가치

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가치의 통일성과 해석의 다양성을 내포

하는 것이 중요하다.

10.「법무시설  기준규칙」  혹은  「교정시설  설계매뉴얼」상  시설세부규정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원인 및 개선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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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교정시설만의 건축적 전통성을 상실한 채 일본 등 외국의 교정시

설 기준을 여과 과정을 갖지 못하고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이로 인해 교정의 목

적 달성을 위한 이념과 철학이 반 되지 못하 고, 사용자의 요구를 충실하게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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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건축설계사무소 인터뷰 1

1. 프로세스설계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 되었는가?

- PQ 방식을 통해 설계사무소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선정이 되면 「법무시설 

기준규칙」및 「교정시설 설계매뉴얼」과 도면을 일체화 시키는 과정을 거쳐

야한다. 이 과정이 2~3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2. 프로세스실무협의회 / 건축협의회와 같은 실무자회의 참여 횟수와 방식/ 실무

자회의 시점은? 

- 실무협의회는 기본설계 계획 중 2~3회, 건축협의회는 기본설계 확정 전 1회 정

도 하게 되는데 실시설계에서 완공시점 사이에 한다.

3. 프로세스설계과정에서 시설담당관 직원 및 교정본부의 복지과 시설담당 직

원과의 협업방식은?

- 교정본부에서 요구하는 변경사항을 시설담당관이 전체 예산 한도 내에서 실질

적으로 가능한 것들로 추려서 설계사무소에 전달하면, 수정사항을 가지고 시설

담당관과 교정본부와 함께 재협의를 진행하 다.

4. 프로세스설계과정에서 교정본부와의 소통 방식에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이 있

다면?

- 담당자 변경이 있을 때마다, 설계변경에 관한 히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설계

에 대한 공감을 하기가 어렵다. 법무시설 설계 시 결과물 중 하나로 회의록을 받

으면 좋을거 같다. 기록으로 남겨 놓으면, 바뀌는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할 때 유용하고 좋을거 같다.

5. 교정시설 설계 시,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교정시설 설계매뉴얼」을 제외

한 다른 기준 규칙의 유·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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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기준규칙은 없다.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교정시설 설계매뉴얼」이 

많은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창의적인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

6. 설계 변경 사항이 생기는 주원인은?

- 교정시설 담당자 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안들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

자가 바뀔 때마다 수정을 해야  하는 반복적인 상황이 생긴다.

7. 설계 디자인상 애로사항과 이유는?

- 면적에 관한 수정요구사항이 빈번한데, 예산이나 전체 면적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간 면적 조정만 될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잇다.

8.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어떤 디자인이 옳은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고민하다가 시간이 촉박해지

고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교정시설 설계매뉴얼」이 도움이 되긴 하지

만, 각자 다른 기준을 만족시키는 통합된 매뉴얼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계호방식에 있어 CCTV 혹은 직접계호 둘 중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각각의 상황마

다 다른 것이 있다. 따라서 많은 직원들의 경험을 반 한 설계매뉴얼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 마지막으로 더 나은 교정시설 설계과정을 위해 제언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면?

- 전반적인  교정시설의  세부규정사항을  더  추가하고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확고한 교정철학을 바탕이 되면, 시설 계획 시 보다 더 유연하면서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어떤‘교정시설’을 우리사회가 원하는지에 

대한 큰 해석의 틀을 만들어, 건축설계사에게 해석의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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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건축설계사무소 인터뷰 2

1. 처음 교정시설 설계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 2005년도에 맨처음 사업은 구로구에서 시작하 다. 구로구에서 시작한 이유

는, 등포 기존 교도소의 위치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2000년 초중반쯤, 그때 당시 구로구 뿐만아니라 부산, 원주 등 여러 도시

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교정시설이전 PF사업이 많이나왔다.

기부대양사업 (그 당시 이 인천 구치소 한곳뿐)중 남부교정시설이 가장 먼저 시

행되고 완료 된 유일한 사업이다.

2. 교정시설과 같은 특수시설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설계 접근 

방법은?

- 그렇다. 워낙 복잡한 시설이라, 볼륨 맞추는 것부터 쉽지가 않아 볼륨에 맞춰 

배치를 진행하 다. 그 당시 1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었고, 주변에 천왕동 아파트

가 들어올 예정이라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 다. 또 지형이 갖고 있

는 대지 형상이라든지 여러조건을 고려하 다. 결과적으로 교도소는 전주형 배

치, 좀더 유연성이 있는 구치소는 타워형으로 구상하 다.

3. 교정시설 설계 노하우가 있었는지?

- 그 당시 교정시설 사업이 2-3년에 한개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의 사업으로,  선

행사례나  데이타는  거의  없었다.  선진에서는  남부교정시설  전에  2000년  중공 

된 시하교도소를 계획하고 그 이후로는 교정시설로는 남부교정시설이두 번째 

설계 는데, 보안시설이다보니 준공 후 자료는 법무부에 다 넘겼고 설계팀에 남

아있는 데이타는 없어 거의 구전으로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를 하곤 

했다. 더욱이 남부교정시설은 선진에서도 새로운 팀이 맡아서 한 경우라 어려움

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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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간에 배치와 평면이 변경되었는데, 이유가 있는지?

- 워낙 사업 기간도 길었고, 법무부 내에서도 법무시설 기준규칙에서 교정시설 

관련 내용 부족하여 사업 중간에 내용 개정되는 경우도 있어 그에 맞춰 변경이 

되기도 하 다. 법무부와 협의 과정에서 구치소가 조금 더 지역주민 선입견에 

양호한면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배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규모 변경에 따라 

계획안도 조금씩 변경되었다.

5. 법무부와 배치 협의내용은?

- 그 당시 신축시설이었던 여주교도소 답사를 진행하 는데 지하 통로 적용한  

첫 사례라고 했다. 하지만 일선기관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

렵고 동선도 길고 불편함이 많다고들 불만사항이 많았다. 답사를 통해 시설의 

문제점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많이 조언을 듣고 법무부와 협의도 자주 하면

서 설계안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6. 남부교정시설 설계 시 주요 고려한 점은?

- 땅이 협소하여 주벽동과 보안과 연결시켰다. 아마 남부교정시설이 최초로 시

도인걸로 알고 있다. 그 전에는 전주형이라고 하여도 거의 분리, 남부교정시설

이 최초로 연결 하 다. 그 이후 다른시설들이 발전시켜 지금의 전주형으로 개

발되었다.

7. 현상설계 당선전 대안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 일선에 계시다 퇴직하신 분들께 자문을 많이 구했다. 해외사례도 자료구하기 

힘들어, 서점에서 구매가능하거나 인터넷 공개자료 참고하 다. 미국사례가 공

개된 정보가 많이 참고 하고 있지만, 국내 실정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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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역주민 요구사항에 의한 변경사항은?

- 원칙적으로 민원은 건축가가 컨트롤하지는 않는다. 남부교정시설의 경우 구로

구에서 컨트롤 하고 합의 후 민원사항과 법무부 요구사항을 설계사무실에 전달 

받는 정도이다. 하지만 사무실 자체적으로 기회가 될때마다 사업 설명회나 등

등 찾아가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다. 처음 계획은 (비상대기소) 차폐효과를 기대

하 지만, 현실적으로 효과가 미비하여 위치를 변경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

져 변경하게 되었다.

9. 교정시설 설계 시 가장 어려운점은?

- 협의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된다. 개개인의 의견이 다 다르고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 없다.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 설계사무실은 조금 

힘들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한다.

데이타가 축적이 안되는점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같은 사무실에 있는 다

른 팀이 교정시설 설계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기억에 의존해 구두로 전해주는 

방법이 대부분이다.

10. 설계사무실 개입정도- 만약 일본의 시스템을 가져온다면? 아니면 좋은 구조

가 있다면?

- 기본구상부터 외부설계사무실 개입되는 다른부분은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기

술적인 노하우가 축적된다면 좋겠다.

11. 설계지침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 지역성을 고려안하고 법무부에서 만들어 설계상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다. 사

업 초기에 지역건축사제도, 자문위원 등 지역을 잘 아는 건축전문가가 개입을하

여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거 같다. 하지만 그 건축가의 취향

에 의해 결정될 한계 있기는 한데,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가능

성 있을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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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점이 있다면?

- 설계를 진행하다보면 땅 문제가 발목을 잡는경우가 있다. 법무부에서 사전에 

정리하고 용역이 나오고 설계가 된다면 수월 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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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보라미어린이집 학부모, 설문조사

지역사회와의 소통 방안에 관한 남부 보라미어린이집 학부모 설문조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도시이론연구실

박사 연구생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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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학생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도심 교정시설의 경계 재구축에 관한 연구>(가제)를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
습니다. 

본 설문지는 남부교정시설에서 관리하는 남부 보라미어린이집 원생들의 부
모님을 대상으로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향과 이미지에 대한 전
반적인 생각과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부모님들의 신중하고 성의 있는 답변 하나하나
는 향후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 귀중한 자룔 활용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학술 연구 이외의 기타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무기
명으로 진행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평소의 생각을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설문지 작성에 참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귀하의 연령대는?

1) 20-30   2) 20-30   3) 30-40   4) 40-50

2.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3. 본 어린이 집에 다니는 귀하 자녀의 수는?

1)1명   2) 2명   3) 3명   4) 4명 이상

4. 자녀의 연령은? (중복체크가능)

1) 만1세   2) 만2세   3) 만3세   4) 만4세   5) 만5세

5. 자녀의 성별은? (중복체크가능)

1) 남        2) 여 

6. 남부 보라미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주변추천   2) 집에서 가까워서   3) 어린이집 시설이 좋아서 

4) 주변 환경이 좋아서    5) 기타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만족 정도는?

1) 매우 만족   2) 어느 정도 만족   3) 그저 그렇다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8. 만족스럽다면,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럽나요?

1) 어린이집 시설    2) 교육    3) 집과의 거리    4) 어린이집 주변 환경

5) 기타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어린이집과 자택과의 거리는?

1) 1Km 이내   2) 3Km 이내   3) 5Km 이내    4) 5K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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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학방법은?

1) 자가용   2) 어린이집 통학버스   3) 도보

11.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인식은?

1) 매우 안전하다   2) 보통이다   3) 불안하다

11-1.  불안하다면 그 이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어린이집 위치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는?

1) 매우 만족   2) 어느 정도 만족   3) 그저 그렇다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12-1. 불만족스럽다면 그 이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주변 학부모에게 어린이집을 권하시겠습니까?

1)예   2) 아니오

13.1 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어린이집 입학 전 교정시설에 관한 이미지는?

1) 긍정적   2) 부정적    3) 관심 없었음

14.1 그 이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어린이집 입학 후 교정시설에 관한 이미지는?

1) 긍정적   2) 부정적    3) 관심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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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그 이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어린이집 등하원시 치안에 대한 심리적 상태는?

1) 불안하다   2) 불안하지 않다   3)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4) 잘 모르겠다

16.1 불안하다면 그 이유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어린이집 근교에 교정시설이 위치하는 것과 자녀 교육에 미치는 향은?

1) 긍정적   2) 부정적    3) 상관없음

17.1 그 이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도심 내 교정시설이 위치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1) 긍정적   2) 부정적    3) 상관없음

19. 도심 내 위치하는 교정시설의 이미지 변화를 위해 가장 바뀌어야 한다고 생

각되는 것은?

1) 교정시설 건축물 이미지 2) 주변환경과의 조화 3) 주민과의 소통 4) 기타

20. 교정시설과  연계해서  지역편의시설로  생겼으면  하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예: 문화시설, 도서관, 식당, 휘트니스센터, 수 장 등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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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1] 남부 보라미 어린이집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남부 보라미 어린이집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정원 54명 중 남부교정시설 직원

이 아닌 일반인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7명의 학부모가 응답을 

해주었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남부 보라미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어린이집 시설과 어린이집 교사진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17명중 각 6명씩), 집에서 가까워서, 주변 환경이 좋아서 라는 이유가 각각 2명, 

1명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시설의 만족도는 매우만족 13명, 어느 정도 만족 4

명으로 응답자 모두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인식은 매우 안전하다 12명, 보통 4명, 불안하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1명으

로 대부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 해 하는 의견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불안하다고 응답한 학부모의 이유는 어린이집 주변 차량의 

과속을 이유로 들어 교정시설과는 상관없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위치 및 주

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는 매우만족 6명, 어느 정도 만족 10명, 그저 그렇

다 1명으로 대부분 만족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주변 학부모에게 남부 보라미

어린이집을 권하겠느냐는 질문에 모든 학부모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을 보아 대

부분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시설 및 환경에 매우 만족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입학 전 교정시설에 관한 이미지는 대부분이 부정적이었고, 관심 없었

음 3명이었으나 어린이집 입학 후 교정시설에 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뀐 

학부모가 8명,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이 2명, 관심 없음이 6명으로 나타났다. 부

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으로 바뀐 이유는 시설이 깨끗하고 주변 환경에 크게 

저해되지 않으며 보안이 철저하다는 것을 경험해서라고 대답하 다. 이는 교정

시설과의 소통으로 인해 이미지가 바뀔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이집 등하원시 치안에 대한 심리적 상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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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불안 4명, 불안하지 않다 4명, 잘 모르겠다 1명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근

교에 교정시설이 위치하는 것과 자녀 교육에 미치는 향에는 상관없다고 생각

하는 학부모가 13명, 긍정적 2명, 부정적 2명으로 나타났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도심 내 교정시설이 위치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상관없음이 12명, 부정적 

3명, 긍정적 2명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교정시설이 지역 내 위치하는 것에 개의

치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심 내 위치하는 교정시설의 이미지 변화를 위해 가장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점은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해준 학

부모가 12명, 주변 환경과의 조화 7명, 교정시설 건축물 이미지 2명으로 소통의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정시설과 연계해서 지역 편의시설로 생겼으면 하는 시설에는 수

장, 도서관이 8명, 휘트니스센터, 7명 문화시설, 5명, 기타로는 부모교육센터, 

안전관련교육 그리고 식당시설 등의 순서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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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법무성 면담조사_법무성 대신관방 시설과 (2016.11.30. 인터뷰 진행)

1. 우리나라의 경우, 부지매입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기획재정부에 알리고, 총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재건축’이기 

때문에 부지선정에 대한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예산집행 방식의 전반적인 과정

이 한국과 차이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 일본의 경우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예산을 신청하고 집행하는 방

식이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를 최초에 산정한 후, 재무성에 단계별로 소요되는 

단계 조사비용을 요구하는 식이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1~2년간 진행하면

서, 각 단계에 나누어 예산을 집행하며, 각 단계에서 예산변동이 생기면 다시 재

무성에 예산을 신청하게 된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과가 교정시설 설계를 건축 설계사무소에 외주를 주는 

시스템이고, 일본은 시설과 내에 자체 설계팀을 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시스

템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계기가 있어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

었으며, 과거 언제부터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지?

- 설계를 직접 하는 곳은 방위사업청과 법무성 두 곳 뿐이다. 최초부터 시설과에 

자체 설계팀을 두었다. 이러한 시설은 외부에 약점이 노출되면 안 되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계(기본설계)를 진행하는 것이다.

3. 그러나 왜 실시설계는 외주로 주는가? 보안의 문제가 걱정이 되면, 실시설계 

역시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외주를 주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정

보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 한국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있는 업체가 현상설계에 참여하여, 선정한 후 시설

과와 건축 설계사무소가 협의를 하며 새로운 안을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식이

다. 따라서 설계사무소의 직원이 자주 교체되고 어떠한 직원도 계속해서 교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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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만 설계하는 것을 원치 않는 구조 내에서는 사실상 노하우 축적이 어려운 것

이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노하우 축적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부족한 상황

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스템의 장점은 경쟁을 한다는 것이다. 일

본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정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동시

에 흥미로운 점은 ‘삿포로 형무소’와 같은 새로운 교정시설이 지속적으로 나온

다는 점이다.

- 시설과 담당자의 경우 평소에도 외국시설을 많이 보며, 형태나 디자인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다. 우리는 교정의 기본원칙과 운 원리를 바탕으로, 시대에 따

라 높은 수준의 디자인을 요구한다. 

5. 시설과의 설계담당 직원은 대학에서 설계를 전공한 학생인지? 처우는 일반 

회사에 비해 좋은지?

- 대부분 건축전공자가 직원으로 온다.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것을 보

면 인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국가시설을 직접 설계하는 드문 기회

를 부여받기 때문에, 큰 사명감으로 일한다.

6. 시설과 직원과 교정본부 복지과 시설담당직원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보다, 

교정본부 예하로 하나 두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가?

- 법무성에서는 법원, 검찰청, 교정시설 등의 시설을 직접관장하고, 나머지 관청

의 경우 국토교통청에서 관리한다. 만약 국토교통청이 법무성의 일까지 한다면 

힘들지 않겠는가. (아마 질문이 적절히 전달되지 않은 듯 하다)

7.교정본부와 시설과의 협업방식은 어떠한가?

- 전국의 일선 교정시설에서 필요부분을 교정당국에 요구하면, 무엇을 우선적으

로 꼭 해야 하는 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있더라

도, 제한된 예산으로 전체 시설을 운 해야하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 서로가 납

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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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나라의 경우, 4~5명의 직원이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교정시설 계획을 

접근하여 의견종합이 어렵다거나, 어떤 ‘장’이 의견을 개진하면 시설계획에서 

확정된 안도 쉽게 바뀌어버린다. 일본은 의사소통을 통한 결과물을 어떻게 지속

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 일본 역시 한국과 같은 상황이 종종 발생하지만, 기본적으로 토의와 논의를 통

해 해결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가 납득가능 하도록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9. 재건축이 한국의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보통 새로운 부지에 신축을 하는 식

이다. 일본은 재건축의 비중이 높은 이유가 있는가?

- 일본 역시 새로운 부지에 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다.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

다.

10. 한국의 경우, 시설이 도심외곽에 있다가, 도시가 확장하면서 중심화 되어 다

시 도심 외곽으로 시설을 이동시키는 상황이다. 일본은 어떤가?

- 새로운 부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단순히 시설 하나만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관리자와 그들의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갖춰야 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새로 갖춘 새로운 부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

운 것이다.

11. 한국은 [법무시설기준규칙]과 [교정시설 설계매뉴얼]같은 참고 자료가 있는

데, 일본은 어떤가?

- 우리 역시 내부적으로 참고하는 자료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개정

할 필요가 있다.

12. 설계과정에서 실제로 매뉴얼을 참고하는가? 

- 내부적으로 운 기준을 두어 보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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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각 실의 면적기준 혹은 시설 세부 프로그램의 리스트 등에 대한 노하우가 어

떻게 축적된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는가? (동선관계, 면적기준, 거시

적인 교정철학 등의 유무)

-대외 기 사항이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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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dissertation are to examine the formation of public conflicts 

caused  by  the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in  the  architectural 

production  process  of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o  derive  a  platform in  order  to 

improve  communication  methods.  With  the  overcrowding  and  deterioration  of 

facilities,  the  construction  and  reloc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have  been 

continuously pursued. Conflicts regarding the acceptance of correctional facilities by 

the  local  community  show  various  aspects.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in  the 

architectural process of correctional facilities have caused delays and interruptions of 

the project, and countermeasures have been made on the premise of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reasonable prod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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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al issue derived in relation to new correctional facilities is publicity. The 

vast area of correctional facilities is open for local communities, with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a  large  number  of  public  facilities  such  as  culture,  welfare, 

convenience, sports facilities, and even commercial facilities. This is a paradigm of 

correctional facilities for 'open space, open correction', which is in line with modern 

correctional  philosophy  and  development  of  the  local  area.  However,  at  present, 

correctional  facilities  in  Korea  have revealed a  limitation that  due  to  the  double-

sidedness of ‘security’ and ‘publicity’, this social reduction is added in the number of 

various programs quantitatively.

In order to address this problem, it is time to consider whether the production 

conditions and processes are cautious in the construction and transfer of correctional  

facilities  that  will  be  used  for  more  than  50  years  once  built  and  whether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established by the local government 

or the state is reasonabl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users  and  the  public  and  to  verify  whether  it  can  be  reflected  in  the  field  of 

architectural production processes, how to do it, and what role the architecture can 

play.

For  the  progress  of  the  study,  the  case  selec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the  responses  of  local 

communities when the locations are selected for a new site of correctional facilities.

In the case of Group A, Anyang correctional facility, the oldest prison in Korea, 

has been selected, which has been delayed or stopped for more than 20 years due to 

conflict with local communities. 

Group B is a case where the project has progressed after reconciling conflict with 

the  community  through  various  means  of  communication.  Nambu  correctional 

facility,  which  has  consistent  relationships  with  local  communities,  have  been 

selected. In the process of new construction and relocation, some of the facilities are 

opened to local residents to resolve the public conflict effectively through constant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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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roup C, Daegu correctional facility, which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by 

the end of 2020, has been selected as a case where the initial conflict was relatively 

small because the local community actively attracted correctional facilities.

Specific case analysis was conducted on conflicts and content among stakeholders 

in  each  stage  of  the  production  process  of  correctional  facilities  selected  as 

representative cases by group, the way of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and their impact on the community and the public domain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In  the  case  analysis,  the  timing  and  method  of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and participants involved, and the continuity of participation, are used 

for the transfer planning and site selection, basic planning and planning, basic design, 

detailed  design  phase  and  completion  and  use  phase.  Through  the  construction 

production  chapter,  the  situational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community was identified. This was to establish the 

basis  for  improving  communication  methods  and  resetting  of  the  architectural 

production  process  in  order  to  resolve  public  conflicts  betwee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and local communities.

This study has the characteristics as a basic research for resetting the architectural 

production process of correctional facilities for improving the publicity. To this end, 

first,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architectural process for 

correction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correction facilities. The role of architects for the project 

was confirmed, communication methods were improved, and architectural production 

was established.

Keywords  :  Correctional  Facilities,  Public  Conflict,  Communication  Methods, 
Architectural Production Process, Interventional Architect
Student Number : 2013-3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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