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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오늘날 감옥, 즉 교도소는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교정교육을 제공

하고 있다. 교도소(矯導所)는 형무소(刑務所)로부터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점

에서 교도소의 평생교육적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교도소가 교정교

육을 통해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

도소의 기능은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교육 기능의 변천을 분석함으로써 평생교육기관으로

서 교도소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정교육

의 기능을 분석하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본 후,

교정교육 기능의 유래와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각종 문헌 자료를

포함하여 교정공무원과 교정처우 관련자, 출소자를 대상으로 총 14명을 면담

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계보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정교육의 기능은 교정교육의 목적이 수행되면

서 나타났다. 교정교육의 목적은 내재적 목적인 함양과 개선, 외재적 목적인

자기규율과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목적이 수

행되면서 나타나는 교정교육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노동

력 준비 기능과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 선택적

재사회화 기능이다.

첫째, 교정교육의 노동력 준비 기능은 수용자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용자를 출소 후 지식과 기술을 활

용할 수 있는 자, 인성을 함양한 노동자, 노동 기술 전수자로 변화하게 하였다.

둘째,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제

한할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교육의 절제자

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제한할 수 있는

자,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하였다.

셋째,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교육이나 작업 활동 등에

다소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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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무지에서 벗어난 자, 타율적

인 자로 변화하게 하였다.

넷째,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수용자가 출소 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

양한 요소 중 일부만 재사회화가 되게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교육

의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수용자를 마음이 치유된 자, 출소 후 취업을 위

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자로 변화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교정교육 기능의 유래와 변천을 분석하기에 앞서 평생교육기관

으로서 교도소의 역사적 흐름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10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약 110년의 역사를 7개의 시대로 구분하여 시대마다

교도소의 운영과 전개, 수용자의 관리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

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는 다음과 같이 시대마다 운영과 수용자 관리

방식이 다르게 전개되었다. 첫째, 1910년부터 1945년 일제강점기 감옥의 명칭

은 형무소로 변경되었고, 처벌의 주된 방식은 신체형이었다. 형무소는 조선인

수감자를 황국신민으로 변화시키고자 통제를 강화했고, 수형기록카드를 통해

이들을 관리하였다.

둘째, 1946년부터 1961년 형무소는 혼란 속에서 교정 조직을 정비하였다. 일

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우리나라는 미군정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며 혼란을

겪었고, 형무소의 수용자 인원도 급증했다. 한편으로 1950년 행형법을 제정함

으로써 교정 행정의 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형무소는 사상범에 대한 관

리를 강화했고, 모범 수형자를 선발하여 수용자의 통제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셋째, 1962년부터 1979년 형무소는 교도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응보행형에

서 벗어나 교육행형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교도소는 사회에서 부

조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의 영향으로 교도소에서도 각종

부조리가 고발되었다. 교도소는 분류처우와 교도소 내부의 규칙 등을 마련하

여 수용자를 관리했다.

넷째, 1980년부터 1992년 교도소는 수용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 시기

교도소는 각종 탈주 사건이 벌어지면서 ‘범죄학교’라고 불렸다. 당시 정부는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범죄와의 전쟁 등을 발표하여 불량배와 폭력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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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교도소는 「사회보호법」과 특별권력관계론을 통해

수용자를 관리했다.

다섯째, 1993년부터 2006년은 수용자의 학습권이 확대된 시기다. 이 시기에

는 인권 담론이 확대되면서 수용자의 읽을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이

확대될 수 있었다. 이 시기 교도소는 IMF 외환 위기의 여파로 과밀 수용 상태

가 되었지만, 인권 담론의 확대로 가석방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이들이 가석

방될 수 있었다.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민영교도소 설립 근거도

마련되었다. 수용자의 관리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수용자를 선발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수용자를 관리했다.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수용자의 신

체를 통한 관리는 축소되었다.

여섯째, 2007년부터 2013년은 교정에 치료적 관점을 도입한 시기다. 이 시기

교도소는 교정국이 교정본부로 승격되면서 교정 조직이 확대되었다. 2008년

조두순 사건과 2010년 김길태 사건이 벌어지면서 심리치료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영향으로 교도소는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범죄자를 위주로 관리했다. 한편으로 수용자의 인권 인

식이 신장되면서 고소와 고발 등이 급증하였기 때문에 교도관은 수용자를 달

래는 방식으로 이들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일곱째, 2014년부터 현재의 시기는 수용자 처우의 과학화가 이루어진 시기

다. 교도소는 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한 것의 영향으로 과밀수용

상태가 되었다. 교도소는 수용자를 평가하고 분류하는 도구를 만들어 이들을

분류하며 관리하였다. 또한,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수용자의 관리 방식

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역사적 흐름을 분석한 것을 토대

로 교도소 기능의 유래와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우선, 노동력 준비 기능은

일제강점기 수용자를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자가 되게 한 것에서 유래했다.

이후 노동력 준비 기능은 수용자를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 노동 기

술 전수자로 변화하게 한 것으로 기능이 변화하였다. 1960년대 노동력 준비

기능은 수용자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가 되게 했고, 이는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노동력 준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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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은 수용자를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했다. 현재 노동력 준비

기능은 직업훈련의 확대로 수용자가 출소 후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고, 인성 담론의 영향으로 인성을 갖춘 노동자로 변화하게 한다.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전옥서 시대 수용자를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한 것에서 유래했다. 이후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일제강점기

에는 권력에 순응하는 자, 행동을 조절하고 제한하는 자, 1950년대는 공산주의

사상을 갖지 않는 자로 변화하게 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반공 이데올로

기가 사회에 확산되면서 수용자를 공산주의 사상을 갖지 않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기능이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당시 사회에서 근면, 성실 등이 강조된 영

향으로 수용자를 근면하고 성실한 자로 변화하게 하기도 했다. 1980년대는 신

군부 정권이 지배했던 시기로,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정부에 저항

하지 않는 자로 변화하게 했다. 현재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성폭력 담론의

영향으로 수용자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제한하는 자와 타인과 어

울려 살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한다.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일제강점기 수감자를 기초학력 소지자로

변화하게 한 것으로부터 유래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인 수감자를 황국신민화

하기 위해 학과교육 등을 제공하였던 것에서 이를 알 수 있었다. 해방 이후

1950년대는 문맹퇴치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영향으로 기초학력 소지자가

되게 하는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확대되었다. 1970년대 형식적 참여

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무지에서 탈출한 자로 변화하게 했다. 당시에는

범죄자를 가난하고 무지한 자로 보는 담론이 확대된 것의 영향으로 교도소는

수용자에게 학과교육을 제공하였다. 1980년대 교도소는 수용자에게 정신교육

에의 참여를 강요하여 이들을 타율적인 자로 변화하게 했다. 1990년대 후반

고등교육이 확대된 것의 영향으로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다시 무지에서 탈출한 자로 변화하게 했다. 2014년 이후의 시기는 수용자가

의무적으로 집중인성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이들을 타율적인 자로 변화하게 했다. 현재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무지에서 탈출한 자, 타율적인 자로 변화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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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일제강점기 수감자를 출소 후 취업

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다시 습득해야 하는 자로 변화하게 한 것에서 유래했

다. 당시 수감자는 형무소에서 익혔던 지식과 기술을 출소 후 활용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출소 후에 취업을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을 다시 습

득해야 했다. 해방 이후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수용자를 반공 사상을 지

닌 자로 변화하게 했다. 1970년대는 1인 1기가 시행되면서 수용자를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기능이

다시금 확대되었다. 현재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수용자를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가 되게 하고, 심리치료 등이 본격

적으로 시행되면서 수용자를 마음이 치유된 자로 변화하게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정교육의 기능과 평생교육의 기능은 차이가 있음을 논의하고,

교정교육과 평생교육의 실천과 학문 분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평

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 변천 과정을 논의하였다. 교도소는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과 사고에 의해 정부나 법무부, 일반 시민,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

을 미쳤다. 인식은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인식의 주체들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과 사고로 학습자로서 수용자를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인

식했고, 이는 인식의 격차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격차는 평생교육기관으

로서 교도소의 기능에 변화를 가져왔다. 셋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학습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변화했다는 점을 논

의하고, 학습 개념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넷째, 교정교육이 과학적이고

체계적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교도소의 기능 변천을 계보학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교정교육에 대한 이해를 확대했다. 둘째, 평생교육의 기

능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였다. 셋째, 학습자로서 교도소 수용자를 재조명하였

다. 넷째, 시대마다 학습 개념의 의미가 변화했다는 것을 논의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평생교육을 관리하는 행정기관과 연

구기관이 수용자를 학습자로 이해하고 교정교육을 출소 후에도 꾸준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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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으며, 교정교육의 운영에 있어 평생교육 전문가가 참여할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교도소 교육, 교정교육, 평생교육, 학습자로서 수용자,

평생교육기관

학 번 : 2014-3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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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에서 평생교육은 5·31 교육개혁을 기점으로 눈부신 양적 성장을 이루었

다. 학습자의 범위도 확대되어 장애인, 새터민, 이주 여성, 노숙인 등에게도 교

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자인 교도소 수용자에게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최영신 김선희, 박선영, 2016; 유주영, 강대중, 2019). 이에 따라

교도소도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도소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교도소라는 명칭은 평생교육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교도

소는 형무소에서 그 명칭이 변화한 것이다. 형무소(刑務所)는 형벌에 대한 업

무를 하는 곳이라는 의미로서 범죄자에게 죄에 합당한 벌을 주는 응보행형을

추구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1961년 죄를 지은 사람을 바로잡아 인도하는 곳이

라는 의미로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를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를 위해 교도

소는 교정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용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교도소는 성인의 변화를 추구하는 가장 역사가 깊은 형식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 등장하면서 성인은 학습할 수 있는 존재로서 주목받

았고, 사회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들이 생겨났다. 그러

나 이러한 평생교육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이전에 죄를 지은 성인을

수용하는 교도소에서는 이미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했다. 예컨대, 조선

의 ‘옥(獄)’에서는 인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죄인을 단순히 격리하는 것을 넘어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교정교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법무부, 2007;

이언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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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정교육이 평생교육의 한 유형이라는 것은 대학 평생교육의 시초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평생교육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

는데, 이때 핵심적인 학습자 중 하나가 교도소 수용자였다(양흥권, 2019). 예를

들어, 대구대학교는 1975년 경주, 대구, 안동 등의 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자

를 대상으로 방문형 평생교육을 운영했고, 1978년에는 김천교도소 방문대학을

설치하였다(양흥권, 2019). 이와 같이 교정교육은 평생교육의 확대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확장되어 왔다. 오늘날 교도소는 수용자에게 검정고시, 독학에 의

한 학사학위 취득 과정, 방송통신대학교, 전문대학 위탁교육, 직업훈련, 집중인

성교육 등의 다양한 교정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교정교육은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

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

육활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정교육도 학과 교육과 인문 교육 등을 제공

한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교정교육은 교도소 수용자를 변화시키기 위해 행하는 모든 교육

이고(송태호, 1995; 남상철, 1998; Davis et al, 2014), 평생교육은 인간의 전 생

애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교육이라면(한숭희, 2010; 강대중, 2019) 교

정교육은 범죄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평생교육의 일

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도소는 수용자를 교정교화하여 이들이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행형을 추구하는(법무부, 2007;

조기룡, 2007; 조흥식, 이형섭, 2014) 특별한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이다.

그러나 평생교육의 양적 발전 속에서 사회에서는 범죄자에게 교정교육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신문기사에 의

하면, 국민 대부분은 수용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부정적이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 2019. 10. 4., 머니투데이. 2019. 1. 4.). 그러나 교도소 수용자

는 다시 사회로 복귀할 국민의 한 사람이고, 복귀 이후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공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정교육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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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평생

학습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교정교육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평생교육기관으

로서 교도소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수용자를 학습자로 인정

하고, 이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인 교정교육에 관한 연구 역시 매우 부족하다.

교정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김형탁, 1971; 고재유, 1984; 이훈규, 이정규, 1996; 신용해, 2012; 천

정환, 2012; 최영신, 김선희, 박선영, 2015; Tewksbury & Stengel, 2006)과 교

정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안경선 외, 2000; 양혜

경, 2013; 이상범, 2019; Hawke & Ritter, 1988; Hrabowski & Robbi, 2002;

Steurer & Smith, 2003; Chappell, 2003; Case et al, 2005; Davis et al, 2014).

학습자로서 수용자의 교육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Costelloe, 2003; Hall &

Killacky, 2008; Behan, 2014; Addae, 2020; Manger et al, 2020)와 교도소 문화

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민수홍, 2011; 윤옥경, 2011; 장종선, 2015;

Clemmer, 1940; Bottoms, 1999; O’DONNELL & Edgar, 1999). 이러한 연구들

은 교정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하고 그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거나 수

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교육참여 동기와 교도소 문화가 중요한 요소임을 밝

혔다는 점에서 교정교육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 중 교정교육을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매우 소수의 연구자만이 교정교육의 평생교육적 성

격에 주목하였다(김형탁, 1971; Baldursson, Karsikas, & Kuivajärvi, 2009). 예

를 들어, 국내 연구 중에서는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성인교육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김형탁,

1971). 그러나 이마저도 교도소의 평생교육적 기능에 대한 검토로 확장되지

못하였다.

또한, 교정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교정교육 프로그램 단위에 주목하여 교

정교육의 효과 혹은 영향요인을 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 즉,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가 현재의 기능을 수행하기까지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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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변천 과정에 주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평생교육의 수행기관으로서 교

도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정교육의 기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

습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교정교육과 같은 교육 장치는 정책과 제도, 담론 등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

다는 점(하연섭, 2010; Makse & Volden, 2011; Link & Reece, 2021)에서 교정

교육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등의 맥락에 따라 목적과 내용 등이 변화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교정교육의 기능도 달라졌을 것이다. 교정교육 기능을 거시

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은 교정교육과 평생교육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분석 작업이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

해서는 현재 교정교육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어떠

한 맥락과 담론 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교도소의 기능 변천을 계보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평생교

육기관으로서 교도소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평

생교육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 어떠한 과정

을 통해 변화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평생교육을 포함하는 학습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정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분석하였다. 이후 교정교육

기능의 유래와 변천을 분석하기에 앞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역사적

흐름을 분석하였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역사적 흐름은 일제강점기

인 191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약 110년의 역사를 7개의 시대로 구

분하여 어떠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과 담론의 영향에서 교도

소의 운영이 달라졌으며, 수용자의 관리 방식이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를 토대로 본 연구는 교정교육의 기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학문적, 실천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문적

으로 교정교육의 기능이 시대마다 변화했던 맥락과 담론 등을 분석함으로써

교정교육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습자로서

수용자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여 평생교육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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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 논의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천적으로는 수용자 학습권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한 실천적 시

사점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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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교도소의 기능 변천을 계보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평생

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인 연구 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교육의 목적과 기능은 어떠한가?

교정교육이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이

라고 할 수 있다면, 교도소는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평생교육기

관으로서 교도소에 대한 이해는 교정교육의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교정교육의 기능은 교정교육의 목적이 수행되며 나타나는 결과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정교육이 어떠한 목적

을 지니고 있는지, 이러한 목적이 수행되면서 나타나는 교정교육의 기능은 어

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역사적 흐름은 어떠한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 변천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도소가 시

대마다 어떻게 변화하며 운영되었고, 수용자 관리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정교육은 시대마다 교도소 운영의 전개와

수용자 관리 방식에 따라 변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대마다 교도소가 어떠한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과 담론 속에

서 어떻게 변화하며 운영되었는지, 수용자 관리 방식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교정교육의 기능은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변화했는가?

교정교육의 기능은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과 담론의 영향 속

에서 변화하였을 것이다. 교도소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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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어떠한 맥락과 담론 속에서 어떻게 기능을 수행했고, 어떻게 변화했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교육 기능의 유래를 찾고,

각 기능이 어떠한 맥락과 담론의 영향으로 변화하여 현재의 기능을 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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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용어의 정리

가. 수용자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는 수용자와 수형자 등으로 불린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25호) 제2조는 수용자, 수형자, 미결

수용자, 사형확정자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

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

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

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다. 미결수용자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이고, 사형확정자는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된 사람”이다. 즉, 수용자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용자 등을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다.

교정시설에 수감된 자를 수용자라고 부르는 것 외에도 재소자나 재감자 등

으로도 부르는데, 이는 시대마다 다르다. 예컨대, 일제강점기까지는 대부분 수

감자나 수인, 재감자 등으로 불렸다면 해방 이후에는 대부분 재소자라고 불렀

다. 이후 2018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재소자는 수용자로 불리게 되었다. 법무부

가 2018년 5월 24일 보도자료를 발표함에 따라 행정용어 순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라고 정의하고, 대부분 서술

은 수용자라고 하였지만, 시대적 배경과 맥락상 수감자 혹은 재소자, 수형자

등으로 부르는 것이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혼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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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도소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은 교정시설이라고 불린다. 교정시설은 크게 교도소

와 구치소로 나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

16925호) 제 11조에 의하면 교도소는 19세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인 수형자를

수용하는 곳이고,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곳이

다.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데 목

적이 있고, 이를 위해 수용자에게 교정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수형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에 집중하여 평생교육기관으

로서 교도소의 기능 변천을 분석 및 해석하였다. 구치소에서도 수용자에게 교

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 변천을

고찰하고자 했기 때문에 교도소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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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평생교육과 교정교육

가. 평생교육

1)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의 학교와 아동, 청소년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전 생애

중심, 학습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되며 도입된 개념이다(김신일, 2010;

한숭희, 2010; 강대중, 2019). 평생교육론의 초기 주창자였던 Lengrand는 1965

년 12월 파리 유네스코의 ‘성인교육발전위원회(International Commitee for

the Advancement of Adult Education, INESCO)’의 ‘평생교육(L’education

premanenté)’이라는 보고서에서 인간은 평생동안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야 한다고 하였다(한숭희, 2010). 1970년에는 유네스코 사무국이 ‘세계교육의

해(International Year of Education)’의 기본 이념으로 평생교육을 제창했다.

1972년에는 Faure가 『존재를 위한 학습(Learning To Be)』를 펴내면서 “모

든 국가는 평생교육을 장래 교육정책의 중심 개념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Faure, 1972: 181-182). 1996년에는 유럽연합(EU)이 ‘평생학습의 해(Year of

Lifelong Learning)’을 제창했고, OECD는 『모든 사람을 위한 평생학습

(Lifelong Learning for all)』 보고서에서 학령기 아동의 학교교육 뿐만 아니

라 전 생애 모든 사람의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와 같은 학교 외의 공간에서의

평생학습을 강조했다.

평생교육이란 생애주기에 따라 학령 전 교육, 학교교육, 청소년 교육, 성인

교육, 노년 교육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면서 가정, 학교, 직업세계, 지

역사회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일어나는 교육을 말한다(강대중, 2019).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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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학교 중심, 아동과 청소년 중심, 교수자 중심이 아닌 전 사회 중심, 전

생애 중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한숭희, 2010).

한국에서 평생교육은 성인교육(adult education), 비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등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교육적

시도들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강대중, 2019). 한국에서 평생교육

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자리잡은 것은 1980년 10월 27일에 전문 개정된

「헌법」에 반영되면서 부터다. 당시 「헌법」 에는 제27조 제5항 “국가는 평

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였다.

평생교육의 확대는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으로 이어졌다. 평생학습사회는 인

간의 학습과 교육이 사회 전체에서 일종의 삶의 양식으로서 곳곳에 편재해있

는 사회를 말한다(한숭희, 2010). 평생학습사회란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학습

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김신일(2010)은 어느 사회에서나 학습을 관

리하는 장치를 발전시켰다며 타율적 학습관리와 자율적 학습관리를 말하였다.

학습의 타율적 관리는 교사나 지배자 등 타인에 의해 학습이 관리되는 것으로

서 학습 금지, 억제, 방해, 방임, 권장, 지원, 학습강제의 스펙트럼으로 이루어

져있다. 학습의 자율적 관리는 자신이 학습활동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리하면, 평생교육은 인간의 전 생애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교육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의 확대와 함께 구축된 평생학습사회는 인

간이 전 생애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2) 평생교육의 영역

평생교육이 확대되자 김진화 외(2010)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학습자와 상담하고 컨설팅하고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 체계

를 만들었다.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총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6대 영역은 기초문해 교육, 학력보완 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

술 교육, 인문교양 교육, 시민참여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문해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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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과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을 말한다. 학력보완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학력 인증과 관련된 평생교

육이다. 직업능력 교육은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준비하고 역할과 직무

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이다. 문화예술 교육은 문

화예술적 능력을 숙련시키고 일상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

는 평생교육이다. 인문교양 교육은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이다. 시민참여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이다. 평생교

육 프로그램의 분류체제는 다음 <표 Ⅱ-1>과 같다.

6대 영역 정의

기초문해
교육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득능력과 생활 속에서 직
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
능력을 개발하고 초등학력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
교육

학력보완
교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평
생교육

직업능력
교육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
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
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
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

인문교양
교육

특정 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획득을 위한 학습보다는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
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
육

시민참여
교육

현대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며, 사
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
는 평생교육

출처: 김진화 외(2010): 222-223 일부 인용.

<표 Ⅱ-1>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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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생교육의 기능

평생교육의 기능은 교육 기회 확대의 기능, 대안학습 과정 기능, 체제 유지

수단의 기능, 사회 변화 생성수단 기능, 경제발전 기능 등이 있다(Coombs,

1968; Kim, 1984; 윤솔지, 2015). 우선, 평생교육이 교육 기회의 확대 기능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평생교육이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성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

하거나 이들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자격증이나 졸업장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Jarvis, 1985).

둘째, 대안학습 과정 기능을 한다는 것은 평생교육을 학교교육에 대한 대안

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다시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보완교육과 학교교육을 수

료했거나 중단한 자에 대한 보충교육으로 구분된다. 보완교육은 학교교육 기

관이 제공한 교육을 보완하거나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와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다. 보충교육은 학교교육에

어느정도 참여했던 자에게 학교나 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이

다. 예컨대, 기초문해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교육 내용은 주

로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위주로 한다.

셋째, 평생교육은 체제 유지 수단의 기능을 한다. 이는 평생교육이 경제 계

층의 구분에 따라 다른 수준의 평생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체제를 유지

하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정규 학교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중단

한 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체제 유지 수단의 기능을 수행하

는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공민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

체 부설학교 등은 학교교육 기회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서 이를 볼 수 있다(윤솔지, 2015). 그러나 평생교육으로 체제가 유지된다

는 것은 이들에게 제공되는 평생교육이 일반 사회에서의 학교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Evans, 1981). 위에서 예로든 공민학교

나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의 내용은 문해력, 수리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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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영양과 농업 등을 낮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

육은 체제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Kim, 1984).

넷째, 평생교육은 사회 변화 생성수단의 기능을 한다. 이는 평생교육이 사회

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도모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말한다(Kim, 1984). 평

생교육이 사회 변화를 만든다는 것은 특히 소외계층 등 사회로부터 박탈된 그

룹을 위한 의식 제고를 끌어올리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Freire가 해방교

육을 말한 것과 같이, 도시 빈민층이나 저소득층 등 정규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여 사회에 급진적 변화를 가져오

는 것에서 볼 수 있다(윤솔지, 2015). Kindervatter(1979)는 학습자가 사회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힘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것을 임파워링(empowering) 과정 즉, 힘을 돋우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임파

워링의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는 학습자가 기술을 습득하고 삶

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2단계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고, 3단계는 기술과 자신감이 증가함에 따라 학습

자는 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다(Kindervatter, 1979). 평생교육에서 임파워링 과정은

개인의 변화보다는 시스템 변화에 초점이 있다(Kim, 1984). 즉, 평생교육은 사

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함을 말한다.

다섯째, 평생교육은 경제 발전의 기능을 한다. 이는 평생교육이 학습자의 잠

재력을 계발하여 이들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로 만드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Cooms, 1968). 평생교육은 학습자에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하

는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적 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을 말

한다(윤솔지, 2015).

평생교육의 기능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은 낙관적인 관점과 비판적인 관점

으로 나뉜다. 평생교육의 기능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은 평생교육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여 학습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본다(Coombs,

1968; Jarvis, 1985). 평생교육이 학교교육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을 인적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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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점이다. 반면, 평생교육의 기능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은 평생교육이 사

회구조적 모순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Gelpi, 2018). 평생교육은 중산층 위주

로 제공되고 학습자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른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즉, 평생교육은 학습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성

장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 평생교육은 불평

등을 강화하거나 사회구조적 모순을 반영하여 기능한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한다.

나. 교정교육

교도소의 목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

16925호. 2020. 8. 5. 시행)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수형자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는 행형의 목적을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감옥의

명칭을 형무소에서 교도소로 변경한 것과 같이, 교도소에서는 수형자의 교정

교화를 위해 교육형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법무부, 2007; 조기룡, 2007; 조흥식,

이형섭, 2014). 이를 위해 교도소에서는 교정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정교육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교정교화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교정교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Stevens & Usherwood,

1995; Phelps, 2012). 우선, ‘교정(矯正)’이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의 것을 바

로 잡아 고치는 것을 뜻한다. 의학 분야에서 교정이란 인간의 질병이나 성격

을 고친다는 의미지만, 교정학이나 법학 등에서는 범죄자 혹은 비행자를 변화

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기하리, 2012). 이백철

(2016)은 교정이란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교정

행위를 포함하여 교정시설 밖의 학교나 가정, 일반사회 단체 등에서도 이루어

지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형벌 자체를 교정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송

태호(1995)는 교정을 Correction(교정) 외에 Penal administration(형정(刑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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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번역한 말이라고도 하였다. 그 이유는 Liepmann이 “형벌은 교육이다”고

말한 것과 같이 교도소에 감금되고 처벌이 이루어질 때도 수용자는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송태호, 1995: 33).

‘교화(敎化)’란 인간을 가르쳐서 변화하게 한다는 의미다. 이는 원래 의학이

나 심리학, 정신의학의 전문 용어로서 환자가 수술 후 회복하여 정상적인 생

활로 돌아가기 위해 Rehabilitation Center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는 데에서 비

롯되었다(김병주, 1989). 이것이 교도소에 도입되어 범죄자도 회복이 필요한

자로서 정책 등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교정 분야에서 교화

(rehabilitation)이란 수용자가 이에 수반되는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사회의 일

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의미한다(Lewis, 2005)

우리나라에서 교정교화라는 용어는 1950년에 제정된 「행형법」 제 1조 “수

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교정교화의 이념을 확고히 했다.

교정교화(矯正敎化)의 한자를 보면, 바로잡을 교(矯), 바를 정(正), 가르칠 교

(敎), 될 화(化)이다. 한자어의 뜻대로 하면, 교정교화란 교도소 수용자를 올바

르게 바로잡아 가르쳐 변화시킨다는 의미다. 교정교화에 대한 학자의 정의가

다른 것은 영어의 rehabilitation을 ‘교정’, ‘교화’, 혹은 ‘사회복귀’ 등으로 다양

하게 부르기 때문이다(기하리, 2012; 이백철, 2016). 아래 <표 Ⅱ-2>는 교정교

화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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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교정교화는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교도소

의 재사회화는 일반교육기관의 사회화와 구분되어 설명된다(Wheeler, 1966).

예를 들어, 사회화를 추구하는 교육기관은 일반적 교육이 주를 이루지만, 재사

회화를 추구하는 교도소는 수용자의 결함을 발견하고 일탈된 행동을 바로잡

기 위해 고안된 교육이 이루어진다(이백철, 2016). 교도소는 수용자의 재사회

화와 교정교화를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은 교도소 교육 혹은 교정교육으로 불린다.

선행연구를 보면, 교도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을 크게 교도소 교육(Prison

연구자 정의

김용우
(1981)

수용자에게 개전(改悛)을 촉진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

정갑섭
(1993)

재범을 방지하고 교정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송태호
(1995)

범죄자를 대상으로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교정교화 교육
을 통해 개전을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사회인으로 재복귀하
여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천정환
(2012)

수용자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 측면의 왜곡된 인격을 바로잡는
것.

Glickman
(1983)

도덕적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McGuire &
Priestley
(1985)

개인의 일상 문제인 거주, 일, 가족, 복지, 재정 관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회 복귀를 의미함.

Lynch
(2000)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정의된 비전향(non-deviant) 시민으로 변화
시키거나(transformation) 표준화했다고(normalizing) 말할 수 있
는 담론이나 실천으로, 심리적 프로그램, 마약 치료 프로그램, 교
육적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 작업과 거주 지원, 중간처우
의 집 등을 포함하는 것.

Lewis
(2005)

수용자가 이에 수반되는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들을 이전 상태로 개선되도
록 하는 것.

<표 Ⅱ-2> 교정교화에 관한 다양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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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으로 부른 학자(Esperian, 2010; Behan, 2014; Germain, 2014)와 교

정 교육(Correctional education)으로 부른 학자(송태호, 1995; 이백철, 양승은,

1995; 이훈규, 이정규, 1996; 이일노, 2008; 신용해, 2012; Klein et al, 2004;

Tewksbury & Stengel, 2006; Davis et al, 2014; Bazos & Hausman, 2004;

Vandala, 2019)로 구분된다. 교도소 교육과 교정교육은 모두 교도소에서 수용

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실시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의 큰 차이는 없다.

그럼에도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연구의 내용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교도

소 교육(Prison education)이라고 부른 학자들은 주로 교도소에서 실시되고 있

는 교육 프로그램 전반을 일컬으며 연구를 수행했다. 반면, 교정교육

(Correctional education)이라고 부른 학자들은 대부분 교도소에서 추구하는

교육행형의 이념을 강조할 때 사용하거나 교육 이후 수용자의 교정된 정도인

교정교육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즉, 교도소 교육과 교정교육은

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지

만 학자에 따라 교정(correction)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지 등에 따라 용어

의 사용이 다르게 나타난다. 아래 <표 Ⅱ-3>은 교정교육에 관한 학자의 정의

를 정리한 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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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교정교육이란 교정시설 수용자를 변화시키기 위해 교정시설 내부

와 외부에서 시행되는 모든 학습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교육은 학습자의

변화를 위한 목적으로 학습활동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의 종류 중 하

나라고 할 수 있다. 성인을 수감하는 교도소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성인

교육의 일환으로서 매우 중요하고(Haulard, 2001), 성인교육은 평생교육 개념

과 맞닿아있다는 점(강대중, 2019)에서 교도소 교육 즉, 교정교육은 평생교육

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정교육이 평생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면 교도소는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 정의

이백철,
양승은
(1995)

모든 사회구성원이 비행자나 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안고 있
는 비행성 혹은 범죄적 요소를 순화시키고, 동시에 준법시민으로
서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변화
시키기 위해 이들이 존재하는 모든 장소에서 행하는 제반활동.

송태호
(1995)

수용자에게 교회, 생활지도, 정서지도 등의 목적적 교육과 교과
교육, 직업훈련 등의 수단적 교육 등의 정신적, 지식적, 기능적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여 자주적, 자립적
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적 활동.

남상철
(1998)

수용자의 범죄적 심성을 순화시켜 재범에 이르지 않고 사회의
유용한 일원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교육.

김용구,
김재경
(2009)

수용자의 반사회적 인성을 제거하여 갱생과 사회복귀를 촉진하
기 위해 행하는 모든 교육.

박영숙
(2010)

범죄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 잡고 출소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정시설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

이백철
(2016)

범죄자를 변화시키기 위해 혹은 그들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도
록 지원하며 주변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기회를 증진시
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기술.

조극훈
(2015)

수형자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의미있는 삶에 대해 고
민하게 하여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

Bazos &
Hausman
(2004)

수용자에게 범죄적 하위문화(criminal subculture)가 제거된 교육
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친사회적 규범(prosocial norms)을 학습하
도록 하는 것.

Davis et
al(2014)

교정시설에서 제공하는 학력 교육, 직업 교육, 진로 기술 교육
(Career Technical Education) 등의 모든 교육.

<표 Ⅱ-3> 교정교육에 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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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교도소와 교정교육의 현황

가. 한국 교도소의 현황

1) 수용자 성별 인원

<표 Ⅱ-4>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수용자의 성별 분포를 나타

낸 표다.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모두 남자의 비율이 많다. 여자 수형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자 미결수용자는 2013년 7.9%를 기록한 후 약간 감

소하다가 2018년 8.2%로 증가했다.

구분 계
수형자 미결수용자

소계 남 여
여성
비율

소계 남 여
여자
비율

2010 45,681 31,981 30,534 1,447 4.5 13,700 12,772 928 6.7
2011 45,038 31,198 29,694 1,504 4.8 13,840 12,915 925 6.7
2012 46,708 31,434 29,863 1,571 5.0 15,274 14,263 1,011 6.6
2013 48,824 32,137 30,525 1,612 5.0 16,687 15,376 1,311 7.9
2014 51,760 33,444 31,661 1,783 5.3 18,316 17,008 1,308 7.1
2015 54,667 35,098 33,122 1,976 5.6 19,569 18,026 1,543 7.9
2016 57,675 36,479 34,281 2,198 6.0 21,196 19,488 1,708 8.1
2017 55,198 36,167 33,905 2,262 6.3 19,031 17,520 1,511 7.9
2018 54,169 35,271 32,932 2,339 6.6 18,898 17,340 1,558 8.2
2019 54,099 34,697 32,384 2,313 6.7 19,402 17,863 1,539 7.9
출처: 법무연수원(2021): 348.

<표 Ⅱ-4> 수용자 성별 인원
(단위: 명, %) 

2) 수형자 연령별 인원

<표 Ⅱ-5>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수형자의 연령별 분포를 나타낸 표

다. 표를 보면, 50대와 60대 수형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수형자의 연령이 고

령화되어 가는 추세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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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1,981
(100)

31,198
(100)

31,434
(100)

32,137
(100)

33,444
(100)

35,098
(100)

36,479
(100)

36,167
(100)

35,271
(100)

34,697
(100)

16세
미만

1
(0.0)

2
(0.0)

16
(0.1)

6
(0.0)

3
(0.0)

-
2
(0.0)

4
(0.0)

1
(0.0)

0
(0.0)

18세
미만

46
(0.1)

49
(0.2)

70
(0.2)

55
(0.2)

50
(0.1)

47
(0.1)

46
(0.1)

45
(0.1)

35
(0.1)

41
(0.1)

20세
미만

304
(1.0)

231
(0.7)

251
(0.8)

280
(0.9)

270
(0.8)

262
(0.7)

290
(0.8)

244
(0.7)

248
(0.7)

231
(0.7)

25세
미만

2,457
(7.7)

2,153
(6.9)

2,147
(6.8)

2,327
(7.2)

2,514
(7.5)

2,609
(7.4)

2,642
(7.2)

2,484
(6.9)

2,335
(6.6)

2,255
(6.5)

25세
이상

3,295
(10.3)

2,899
(9.3)

2,539
(8.1)

2,366
(7.4)

2,247
(6.7)

2,244
(6.3)

2,450
(6.7)

2,562
(7.1)

2,779
(7.9)

2,860
(8.2)

30세
이상

8,436
(26.4)

8,018
(25.7)

7,681
(24.4)

7,677
(23.9)

7,584
(22.7)

7,678
(21.8)

7,678
(21.0)

7,543
(20.9)

7,059
(20.0)

6,834
(19.7)

40세
이상

9,925
(31.0)

9,708
(31.1)

9.714
(30.9)

9,714
(30.2)

9,989
(23.9)

10,310
(29.5)

10,275
(28.2)

9,712
(26.9)

9,307
(26.4)

8,637
(24.9)

50세
이상

5,386
(18.4)

6,344
(20.3)

6,866
(21.8)

7,362
(22.9)

7,989
(23.9)

8,624
(24.5)

9,255
(25.4)

9,330
(25.8)

9,067
(25.7)

9,033
(26.0)

60세
이상

1,641
(5.1)

1,794
(5.8)

2,150
(6.8)

2,350
(7.3)

2,801
(8.4)

3,324
(9.7)

3,841
(10.6)

4,243
(11.6)

4,440
(12.6)

4,802
(13.8)

출처: 법무연수원(2021): 349.

<표 Ⅱ-5> 수형자 연령별 인원 
(단위: 명(%))

3) 수형자 죄명 인원

<표 Ⅱ-6>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수형자의 죄명별 인원을 나타낸 표

다. 표를 보면, 절도와 강도는 매년 감소했지만 사기·횡령은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23.1%를 기록했다. 성폭력범은 2014년 6,284명으로 18.8%을 차지

한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2019년에는 5,717명으로 16.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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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1,981
(100)

31,198
(100)

31,434
(100)

32,137
(100)

33,444
(100)

35,098
(100)

36,479
(100)

36,167
(100)

35,271
(100)

34,697
(100)

절도
5,898
(18.4)

5,315
(17.0)

4,752
(15.1)

4,650
(14.5)

4,599
(13.8)

4,420
(12.6)

4,061
(11.1)

3,858
(10.7)

3,681
(10.4)

3,549
(10.2)

폭처법
2,430
(7.6)

2,343
(7.5)

2,396
(7.6)

2,582
(8.0)

2,748
(8.2)

2,863
(8.2)

2,815
(7.7)

2,624
(7.3)

2,544
(7.2)

2,509
(7.3)

사기·
횡령

3,897
(12.2)

3,951
(12.7)

4,150
(13.2)

5.024
(15.6)

5,911
(17.7)

6,834
(19.5)

7,699
(21.1)

7,630
(21.1)

8,028
(22.8)

8,024
(23.1)

성폭
력범

4,394
(13.7)

4,877
(15.6)

5,215
(16.6)

5,845
(18.2)

6,284
(18.8)

6,272
(17.9)

5,953
(16.3)

5,480
(15.2)

5,713
(16.2)

5,717
(16.5)

마약류
관리법

1,336
(4.2)

1,339
(4.3)

1,295
(4.1)

1,380
(4.3)

1,344
(4.0)

1,553
(4.4)

1,890
(5.2)

2,133
(5.9)

1,329
(3.8)

1,996
(5.8)

과실범
1,175
(3.7)

1,123
(3.6)

1,257
(4.0)

1,315
(4.1)

1,463
(4.4)

1,423
(4.0)

1,691
(4.6)

1,722
(4.8)

1,894
(5.4)

1,851
(5.3)

강도
3,882
(12.1)

3,623
(11.6)

3,506
(11.2)

3,276
(10.2)

3,014
(9.0)

2,821
(8.0)

2,552
(7.0)

2,333
(6.5)

2,036
(5.8)

1,919
(5.5)

살인
3,785
(11.8)

3,729
(12.0)

3,711
(11.8)

3,675
(11.4)

3,750
(11.2)

3,728
(10.6)

3,584
(9.8)

3,484
(9.6)

3,291
(9.3)

3,228
(9.3)

기타
5,184
(16.2)

4,898
(15.7)

5,152
(16.4)

4,390
(13.7)

4,331
(13.0)

5,184
(14.8)

6,234
(17.1)

6,903
(18.9)

6,755
(19.2)

5,904
(17.0)

출처: 법무연수원(2021): 351.

<표 Ⅱ-6> 수형자 죄명 인원
(단위: 명(%)) 

4) 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표 Ⅱ-7>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수형자의 형명·형기별 분포 현황을

나타낸 표다. 금고형은 매년 0.2% 정도를 차지하고, 징역형은 95%이상을 차

지한다. 징역형 중에는 형기 1년 이상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20년 이상은 매년

2% 미만으로 나타난다. 사형은 매년 60명 미만인 0.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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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1,981
(100)

31,198
(100)

31,434
(100)

32,137
(100)

33,444
(100)

35,098
(100)

36,479
(100)

36,167
(100)

35,271
(100)

34,697
(100)

징
역

소계
30,624
(95.8)

29,889
(95.8)

30,024
(95.5)

30,738
(95.6)

32,007
(95.7)

33,637
(96.0)

34,991
(95.9)

34,679
(95.9)

33,790
(95.8)

33,232
(95.8)

1년
미만

5,430
(17.0)

5,421
(17.4)

5,322
(16.9)

5,078
(15.8)

5,312
(15.9)

5,724
(16.3)

6,362
(17.4)

6,050
(16.7)

6,173
(17.5)

5,599
(16.1)

1년
이상

10,673
(33.4)

9,666
(31.0)

9,829
(31.3)

10,344
(32.2)

10,899
(32.6)

12,001
(34.2)

13,010
(35.7)

13,208
(36.5)

12,587
(35.7)

12,819
(36.9)

3년
이상

6,458
(20.2)

6,610
(21.2)

6,493
(20.7)

6,613
(20.6)

6,866
(20.5)

6,870
(19.6)

6,747
(18.5)

6,727
(18.6)

6,587
(18.6)

6,340
(18.3)

5년
이상

4,197
(13.1)

4,335
(13.9)

4,601
(14.6)

4,912
(15.3)

5,088
(15.2)

5,216
(14.9)

5,195
(14.2)

5,029
(13.9)

4,888
(13.9)

4,902
(14.1)

10년
이상

3,396
(10.6)

3,344
(10.7)

3,317
(10.6)

3,299
(10.2)

3,355
(10.0)

3,283
(9.4)

3,127
(8.6)

3,071
(8.5)

2,927
(8.3)

2,903
(8.4)

20년
이상

470
(1.5)

513
(1.6)

462
(1.5)

492
(1.5)

507
(1.5)

543
(1.7)

550
(1.7)

594
(1.6)

628
(1.8)

669
(1.9)

금
고

소계
72
(0.2)

45
(0.1)

84
(0.3)

53
(0.2)

60
(0.2)

67
(0.2)

86
(0.2)

73
(0.2)

81
(0.2)

66
(0.2)

6월
미만

4
(0.0)

2
(0.0)

2
(0.0)

1
(0.0)

4
(0.0)

5
(0.0)

8
(0.0)

1
(0.0)

1
(0.0) (0.0)

6월
이상

35
(0.1)

23
(0.1)

51
(0.2)

32
(0.1)

33
(0.1)

37
(0.1)

39
(0.1)

31
(0.1)

29
(0.1)

27
(0.1)

1년
이상

29
(0.1)

15
(0.0)

26
(0.1)

16
(0.1)

19
(0.1)

17
(0.0)

28
(0.1)

28
(0.1)

41
(0.1)

25
(0.1)

3년
이상

4
(0.0)

5
(0.0)

5
(0.0)

4
(0.0)

4
(0.0)

8
(0.0)

11
(0.0)

13
(0.0)

10
(0.0)

9
(0.0)

무기징역
1,226
(3.8)

1,264
(4.1)

1,268
(4.0)

1,288
(4.0)

1,320
(3.9)

1,337
(3.8)

1,345
(3.7)

1,358
(3.7)

1,343
(3.8)

1,343
(3.9)

사형
59
(0.2)

58
(0.2)

58
(0.2)

58
(0.2)

58
(0.2)

57
(0.2)

57
(0.2)

57
(0.2)

57
(0.2)

56
(0.2)

출처: 법무연수원(2021): 353.

<표 Ⅱ-7> 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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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형자의 입소경력별 인원

<표 Ⅱ-8>은 수형자의 입소경력별 인원을 나타낸 표다. 수형자 중 교정시

설에 처음 입소한 자는 2016년에 20,649명(56.6%)로 가장 높았고, 2018년에는

전년인 2017년 대비 약 10% 감소하여 16,454명(46.7%)를 차지했다. 교정시설

에 입소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는 1회 입소 경력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그

다음이 4회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경력 4회 이상에 해당하는

수형자의 수는 2013년은 6,995명(21.8%)으로 가장 높았다가 2019년에는 4,783

명(13.8%)를 차지했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1,981
(100)

31,198
(100)

31,434
(100)

32,137
(100)

33,444
(100)

35,098
(100)

36,479
(100)

36,167
(100)

35,271
(100)

34,697
(100)

무경
력자

15,384
(48.1)

15,225
(48.8)

16,676
(53.1)

14,716
(45.8)

18,604
(55.6)

19,794
(56.4)

20,649
(56.6)

20,055
(55.4)

16,454
(46.7)

18,955
(54.6)

징
역

소계
16,597
(51.9)

15,973
(51.2)

14,758
(46.9)

17,421
(54.2)

14,840
(44.4)

15,304
(43.6)

15,830
(43.4)

16,112
(44.6)

18,817
(53.3)

15,742
(45.4)

1회
5,835
(18.2)

5,373
(17.2)

5,308
(16.9)

5,093
(15.8)

5,552
(16.6)

5,987
(17.1)

6,437
(17.6)

6,979
(19.3)

6,394
(18.1)

6,474
(18.7)

2회
2,850
(8.9)

2,622
(8.4)

2,540
(8.1)

3,040
(9.5)

2,531
(7.6)

2,506
(7.1)

2,665
(7.3)

2,728
(7.5)

3,228
(9.2)

2,847
(8.2)

3회
2,066
(6.5)

1,993
(6.4)

1,889
(6.0)

2,293
(7.1)

1,790
(5.4)

1,742
(5.0)

1,685
(4.6)

1,615
(4.5)

2,317
(6.5)

1,638
(4.7)

4회
이상

5,846
(18.3)

5,985
(19.2)

5,021
(16.0)

6,995
(21.8)

4,967
(14.9)

5,069
(14.4)

5,043
(13.8)

4,790
(13.3)

6,878
(19.5)

4,783
(13.8)

출처: 법무연수원(2021): 355.

<표 Ⅱ-8> 수형자 입소경력별 인원
(단위: 명(%))



- 25 -

6)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인원

경비처우급은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할 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

하는 것으로,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경비처우급(S4)으로 구분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4조). 개방처우급

은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를 제공받는 수형자로 외부통

근작업과 구외작업이 가능하다. 완화경비처우급은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를 제공받는 수형자로, 구외작업이 가능

하고 필요시 외부통근작업도 가능하다. 일반경비처우급은 일반경비시설에 수

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를 제공받는 수형자로, 구내작업이 가능하며 필

요시 구외작업도 가능하다. 중경비처우급은 중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수준의 처우를 제공받는 수형자로, 필요시 구내작업이 가능하다. 2019년 경비

처우급별 인원은 다음 <표 Ⅱ-9>와 같다.

2019년 수형자 중 경비처우급은 S3급이 42.9%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S2급이 33.9%를 차지했다. S1급과 S4급은 각각 11.9%, 8.4%를 차지

했고, 제외나 유예는 2.9%를 차지했다.

경비처우급 현황 비율

계 33,391 100

S1급 3,985 11.9

S2급 11,313 33.9

S3급 14,317 42.9

S4급 2,806 8.4

제외·유예 970 2.9

출처: 법무연수원(2021): 361.

<표 Ⅱ-9> 경비처우급별 인원(2019.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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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 교정교육의 현황

우리나라 교도소에서는 수용자의 교정 교화를 위해 다양한 교정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과교육, 검정고시, 전문대학 위탁교육,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 방송통신대학교 과정 등을 수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1) 학과교육

학과교육은 수용자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1)). 현재 학과교육은 초등과,

중등과, 고등과로 구분하여 각 1년 과정으로 시행되고 있다. 초등과는 한글해

독, 기본문장표현, 기초수리계산 등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수준을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등과는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필수적인 내용을 바

탕으로 하고, 고등과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내용을 다룬다. 학과 교육

을 이수한 자 중 중 학업성적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2회 시행하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검정고시 응

시료는 교육생에 속하는 경우 교정기관에서 예산으로 지급하며, 비교육생인

경우는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신용해, 2012).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형자들은 자율학습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특정과

목에 대한 집합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들의 교육관리는 교정공무원이 직

접하거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하고 있다(신용해, 2012). 다음 <표 Ⅱ-10>은

검정고시반 참여 인원을 나타낸 표이고, <표 Ⅱ-11>은 검정고시 합격인원을

나타낸 표다.

1) https://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063/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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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대학 위탁교육

전문대학 위탁교육은 수용자에게 일반 전문대학생들과 공평한 기회를 제공

한다는 목적이 있다(신용해, 2012). 전문대학 위탁교육은 2001년 청주교도소에

서 청주 주성대학과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모범 수형자 40명을 선발

하여 전자상거래과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2002년에는 순천교도소에서 순

천 청암대학과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여 관광호텔조리과를 개설하였으며, 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81 514 558 571 565 575 533 508 492 502

고졸 291 325 390 370 390 394 383 371 364 379

고입 169 162 130 187 163 147 133 125 120 113

중입 21 27 38 14 12 34 17 12 8 10
출처: 법무부(2020a): 607.

<표 Ⅱ-11> 검정고시 합격 인원

구분
일반학과교육(검정고시반교육)

계 초등과 중등과 고등과

2010 874 78 260 536

2011 873 66 238 569

2012 761 69 207 485

2013 785 47 228 510

2014 720 34 188 498

2015 609 34 147 428

2016 556 18 126 411

2017 616 22 150 444

2018 639 11 155 473

2019 655 13 144 498
출처: 법무부(2020b): 137.

<표 Ⅱ-10> 검정고시반 참여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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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모범 수형자 40명을 선발하여 2003년부터 전문대학 위탁교육을 실시하였

다.

2005년에는 천안소년교도소에서도 백석대학과 협약을 맺고 사회복지과를

개설하여 22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2007년 이들이 졸

업한 후에는 폐지되었다.

전문대학 위탁교육에 참여하는 수용자들은 수학능력시험을 거치지 않고 특

별전형으로 선발하며, 일반 대학생들과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

에서 대학 교수진이 직접 출강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대학 위탁교육생

의 등록금은 절반을 학교 측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등록금과 교재

등은 교육생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신용해, 2012).

이후 순천 청암대학의 관광호텔조리과는 호텔외식조리과로 변경되어 운영

되었고, 청주교도소 주성대학 전자상거래과는 컴퓨터프로그래밍과로 변경 개

설되었다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창업경영과로 변경 개설되었다. 2010년

에는 수용자 참여 인원의 부족으로 휴강된 후 2011년부터는 인테리어과로 변

경 개설되었다. 2012년 9월에는 주성대학이 충북보건과학기술대학으로 변경되

었지만 교육생 감소로 폐강하였다. 다음 <표 Ⅱ-12>는 전문대학 위탁교육에

참여한 수용자의 현황을 나타낸 표다.

3)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 과정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 과정(이하 ‘독학사’)은 수용자가 수용생활로 인

해 고등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하고자 시작되었다(신용해, 2012).

1995년부터 대전교도소 등 11개 기관에서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법학 등 9

개 전공분야의 학사 고시반을 설치하여 독학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명 48 51 53 41 44 47 47 44 46 48

출처: 법무부(2020b): 137.

<표 Ⅱ-12> 전문대학 위탁교육으로 전문학사를 취득한 수형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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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들은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대부분 주간에는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야간에는 자율적으로 학습을 한다. 교육생들에게는 카세트 등 교육 기자재를

지급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학사 시험장은 대구교도소, 안양교도

소, 춘천교도소 등에 설치되어 있고, 시험장이 없는 기관의 경우 인근 지역에

시험장 설치를 의뢰하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신용해, 2012).

수용자 독학사 취득은 1996년 3명의 독학사 배출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313명의 독학사 취득자를 배출하였고, 2013년에는 31명, 2014년에는 40명,

2015년에는 39명이 학위를 취득하였다(법무부, 2016).

4) 방송통신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는 수용자의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검정고시 합

격자,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증가로 대학과정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함에 따라 운영되기 시작했다(신용해, 2012). 2004년 여주교도소에 방송통신

대학교 과정을 신설하여 전국의 모범수형자 29명이 법학과 등 10개 학과에 입

학하여 4년제 대학과정에 참여했다. 2005년에는 전주교도소, 2006년에는 청주

여자교도소에 국문학과 등 6개 학과, 2007년 포함교도소에 영문학과 등 8개

학과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교육은 개인별 컴퓨터가 설치된 강의실에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다운받

아 이루어진다. 출석 수업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각 지역의 교수진이 방문하

거나 출석 대체 시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등록금은 교육생이 부담하고

있으나 일정 학점을 넘긴 성적우수자에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장학금

을 지급하고 있다(신용해, 2012).

다음 <표 Ⅱ-13>은 교도소 방송통신대학교 참여자와 졸업자 수를 나타낸

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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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참여자
수

89 85 98 79 93 75 90 88 94 92

졸업자
수

8 10 22 12 22 11 18 17 23 9

출처: 법무부(2020b): 137.

<표 Ⅱ-13> 방송통신대학교 참여자 및 졸업자 수 

5) 집중인성교육

집중인성교육은 수용자의 인성 함양과 긍정적인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운영

하고 있는 교육이다. 집중인성교육은 2013년과 2014년에 일부 교정시설에서

시범 실시했고, 2015년부터는 전국 교정시설의 신입 수형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다음 <표 Ⅱ-14>는 수형자 인성교육 현황에 대한 표다.

연도
인성교육 집중인성교육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원 9,245 8,744 6,789 6,202 5,763 8,604 10,066 10,525 9,909 10,987

출처: 법무부(2020b): 140.

<표 Ⅱ-14> 수형자 인성교육 현황 

6) 외국어 교육

외국어 교육은 국제화 시대에 따라 수용자가 출소 후 변화된 사회에 잘 적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신용해, 2012). 1999년 10월 의정부

교도소에서 어학실습실이 설치되어 영어, 일본어 교육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

로 한다. 강사는 내·외국인 자원봉사자를 강사로 위촉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2001년 여주교도소와 2002년 목포교도소, 2011년 영월교도소에 중국어

과정을 추가로 개설하였다. 각 과정마다 약 20-3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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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형자 외국어 교육에 참여하는 지도강사도 매년 약

100명에 이른다.

교육기간은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1년이며, 전일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은 해당 외국인 강사를 활용하여 회화 위주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을 평가한 결과 영어(TOEIC)에서 최고 915점(만점 990

점)·평균 804점, 일본어(JPT)는 최고 980점(만점 990점)·평균 617점, 중국어

(CPT)는 최고 720점(만점 1,000점)·평균 412점을 기록했다(법무부, 2016). 다

음 <표 Ⅱ-15>는 연도별 외국어 교육 수료인원을 나타낸 표다.

연도 계
영어 일어 중국어

의정부(교) 여주(교) 목포(교) 영월(교)

2010 98 28 29 21 20 -

2011 99 27 24 18 16 14

2012 101 26 20 24 16 15

2013 74 22 19 14 - 19

2014 80 21 21 22 - 16

2015 75 18 18 22 - 17

2016 35 - - 20 - 15

2017 16 - - - - 16

2018 15 - - - - 15

2019 20 - - - - 20
출처: 법무부(2020a): 139.

<표 Ⅱ-15> 수형자 외국어 교육 현황 

7) 정보화 교육

정보화 교육은 수용자들이 출소후 지식정보화 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잘 적

응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 교육이다(신용해, 2012). 2003년 8월 「수용자 정

보화교육 규정(법무부예규 제 669호)」에 따라 주당 12이상 이상 정보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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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 6월에는 위의 규정을 개정하여 워드프로세스 외에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의 교육으로 다양화하였다. 2014년부터는 컴퓨터

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기본적인 문서작성능력이나 컴퓨터 활용능력이 보

편화되어 교육을 희망하는 수형자가 감소하여 정보화 교육을 전면 폐지했다.

아래 <표 Ⅱ-16>은 수형자 정보화 자격 취득 현황을 나타낸 표다.

8) 직업훈련

직업훈련은「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840호.

2008. 12. 19. 일부개정)에 따르면, 제 2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기술습득 및 향상을 위한” 것이다. 교정시설의 직업훈련에는 공공 직업훈련과

일반 직업훈련으로 구분된다. 공공직업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훈련기준 및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

여 실시하는 훈련이고, 일반직업훈련은 교정시설의 장이 교화상 필요한 경우

예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기준 외의 방법

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2)). 직업훈련 참여자의 현

황은 다음과 같다.

2) https://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104/subview.do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3,452 2,488 2,180 1,815 1,383 1,218 841 891 304 260

워드
프로세스

3,251 2,302 1,988 1,702 1,266 1,106 626 693 245 204

컴퓨터
활용능력

201 186 192 113 117 112 195 198 59 56

출처: 법무부(2020a): 139.

<표 Ⅱ-16> 수형자 정보화 자격 취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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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심리치료

심리치료는 수용자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

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3)). 심리치료는 성폭력 사

범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2011년 10월부터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를 시

3) https://www.corrections.go.kr/corrections/2597/subview.do

구분
계획
인원

계

실시 인원

공공직업훈련

양성
훈련

향상
훈련

숙련
훈련

양성
훈련

향상
훈련

숙련
훈련

고급
훈련

교도
작업
적응
훈련

단기
실무

2010 3,700
3,725
(100%)

1,999
(53.7%)

1,165
(31.3%)

327
(8.8%)

95
(2.6%)

95
(2.6%)

-
44
(1.2%)

- -

2011 3,836
3,825
(100%)

2,026
(53%)

1.050
(27.5%)

369
(9.6%)

272
(7.1%)

44
(1.2%)

-
64
(1.7%)

- -

2012 3,804
4,129
(100%)

2,287
(55.4%)

1.099
(26.6%)

350
(8.5%)

296
(7.2%)

31
(0.8%)

-
66
(1.6%)

- -

2013 3,975
4,852
(100%)

2,421
(49.9%)

913
(18.8%)

249
(5.1%)

320
(6.6%)

53
(1.1%)

-
66
(1.4%)

477
(9.8%)

353
(7.3%)

2014 6,294
6,276
(100%)

3,070
(48.9%)

831
(13.2%)

307
(4.9%)

389
(6.2%)

37
(0.6%)

-
26
(0.4%)

550
(8.8%)

1,066
(17.0%)

2015 6,502
6,484
(100%)

2,898
(44.7%)

860
(13.3%)

360
(5.6%)

400
(6.2%)

16
(0.2%)

-
21
(0.3%)

574
(8.9%)

1,355
(20.9%)

2016 6,546
6,644
(100%)

3,487
(51.8%)

927
(14.0%)

344
(5.2%)

342
(5.1%)

26
(0.4%)

-
19
(0.3%)

657
(97%)

1,353
(20.4%)

2017 6,696
6,727
(100%)

3,487
(51.8%)

232
(3.4%)

447
(6.6%)

468
(7.0%)

50
(0.7%)

-
10
(0.1%)

724
(10.8%)

1,309
(19.5%)

2018 6,922
6,939
(100%)

3,572
(51.5%)

215
(3.1%)

545
(7.9%)

504
(7.3%)

22
(0.3%)

53
(0.8%)

10
(0.1%)

907
(13.1%)

1,111
(16.0%)

2019 6,763
6,433
(100%)

3,559
(55.3%)

265
(4.1%)

552
(8.6%)

452
(7.0%)

-
74
(1.2%)

11
(0.2%)

429
(6.7%)

1,091
(17.0%)

출처: 법무부(2020b): 137.

<표 Ⅱ-17> 전문대학 위탁교육으로 전문학사를 취득한 수형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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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으로 포항, 밀양, 청주, 군산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였다(법무부, 2020b). 이

후 심리치료의 대상자를 넓혀 현재는 성폭력사범, 마약류 수용자, 알코올 관련

수용자, 아동학대 수용자, 정신질환자, 상습규율위반 수용자, 도박 수용자에게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심리치료의 주된 대상자인 성폭력 사범의 수료 참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의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수료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9,081 2,071 1,710 1,986 2,070 2,167 2,316 2,229 2,226 2,306

기본
과정

15,538 1,880 1,442 1,567 1,579 1,702 1,839 1,765 1,825 1,939

집중
과정

2,004 179 195 295 304 206 221 244 197 163

심화
과정

1,539 12 73 124 187 259 256 220 204 204

출처: 법무부(2020b): 160. 

<표 Ⅱ-18>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 현황
(단위: 명)

다. 교정교육 관련 선행연구 분석

교정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교정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한 연구다. 두 번째는 교정교육의 효과

성을 검증한 연구다. 세 번째는 학습자로서 수용자의 교육 참여 동기에 대한

연구다. 네 번째는 교도소 문화에 대한 연구다. 우선 교정 교육의 현황과 문제

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교정시설에서의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김형탁, 1971; 고재유, 1984; 이훈규,

이정규, 1996; 이일노, 2008; 박상열, 2009; 박영숙, 2010; 정우석, 2011; 신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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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천정환, 2012; 유주영, 2014; 이백철, 조극훈, 2015; 정봉길, 2015; 조극훈,

2015; 최영신, 김선희, 박선영, 2015; 천정환, 2020; 윤종우, 2021; Tewksbury

& Stengel, 2006). 예컨대, 선행 연구는 교정교육의 현황을 분석한 후, 교정교

육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강사 양성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신용해, 2012; 유주영, 2014; 이백철, 조극훈, 2015; 조극훈, 2015; 정

봉길, 2015). 이 외에 교정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습자로서 수용자의 교육

참여 동기와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정봉길, 2015) 수용자 특성을 고려

한 교정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박상열, 2009)고 하였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중에도 교정교육에 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

(이훈규, 이정규, 1996; 최영신, 김선희, 박선영, 2015). 연구들은 우리나라 교정

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주체들을 대상으로 실

태조사와 만족도를 조사했다. 이훈규와 이정규(1996)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 한 결과, 학과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해 64%(369명 중 236명)는 ‘못 다

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하여’라고 했고, 27.1%(369명 중 100명)는 ‘새로운 모습

을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하였다. ‘기타(미래의 자신을 위하여 등)’는

5.4%(369명 중 20명), ‘가석방으로 나가기 위하여’는 2.2%(8명), ‘다른 사람이

하니까’는 0.8%(2명)이었다(이훈규, 이정규, 1996: 139).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과교육 전담교도소가 운영될 필요가 있고 면학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

다고 하였다(이훈규, 이정규, 1996). 위의 연구는 1990년대 중반에 수행된 연구

로서 비교적 오래된 연구이지만 현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에 참여하

는 이유에 대해 공부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학과교육의 특성에서 비롯

된 것이지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것은 교정교육

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용자가 교정교육에 참여한다면 변화

할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정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서는 교육에 대한 수용자와 사회의 인식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

한다.

최영신, 김선희, 박선영(2015)은 우리나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집중인성교육을 주제로 현황을 제시하고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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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수형자들은 집중인성교육으로 ‘수용자 사이의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하였고(5점 만점 중 4.14점), ‘교육이 유익하다’(5점 중 4.06점)며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그러면서 최영신, 김선희, 박선영(2015)은 교도소에서 인성교육은

수형자의 욕구와 자발성을 존중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체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자원봉사자의 확대와 함

께 이들에게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교정교육에 대한 학위논문 중 가장 처음 수행된 연구는 김형

탁(1971)의 ‘교도소(矯導所) 재소자(在所者)들의 성인교육(成人敎育) 실태(實

態)에 관(關)한 연구(硏究) : 대구교도소(大邱矯導所)를 중심(中心)으로’라는

연구다. 연구에서는 교정교육을 성인교육이라고 표현하였고, 당시 실시되었던

성인교육으로 학업교육(공민과, 교양과), 라디오 방송, 음악, 영화 등을 소개하

였다. 교정교육의 발전 방안으로 수용자의 참여 의욕이 일어나도록 다양한 교

육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70년대 초반 교정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도소가 교육을 제공하는 기

능을 하고 있었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양흥권(2019)은 한국 대학 평생교육의 초기 모습을 대구대학교에서 찾았는데,

당시 교육 대상에는 장애인, 교도소 수용자, 노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구

대학교는 1975년에 경주, 대구, 안동에 소재한 교도소를 방문하여 평생교육을

운영했다고 한다(양흥권, 2019). 교정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인식한 것은 1970년

대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천정환(2020)은 수용자 인성교육의 변천에 대해 연구하였다. 인성교육은 현

재 모든 신입수형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정교육으로 대표되는

교육이다. 그는 인성교육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기술하

고, 그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인성교육의 발전을 위해 대상자, 내

용, 방법의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교정 교육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는 교도소에서 시행된 다양

한 교육이 수용자의 인지, 사회적 능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재범에는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하였다(안경선 외, 2000; 양혜경, 2013; 이상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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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ke & Ritter, 1988; Burke & Vivian, 2001; Batchelder & Koski, 2002;

Hrabowski & Robbi, 2002; Steurer & Smith 2003; Chappell, 2003; Klein et

al, 2004; Case et al, 2005; Tewksbury & Stengel, 2006; Davis et al, 2014;

Hall, 2015; Vandala, 2019). 예컨대, 교정교육은 수용자의 책임감과 자신감 등

에 영향을 주고(Hawke & Ritter, 1988; Vandala, 2019), 사회성과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안경선 외, 2000; 이상범, 2019). 교정교육은

소내 생활에서 규율 위반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Tewksbury &

Stengel, 2006). Batchelder와 Koski(2002)는 교정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 교정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수용자의

태도와 동기, 교수자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교정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교정교육이 수용자를 법 준수

시민(law-abiding citizens)으로 변화시키고 생산적 시민(productive citizens)

이 되도록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Valada, 2019). 교정교육이 수용자를 법 준수

시민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들이 소내 생활에서 규율 위반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한 연구(La Vigne et al, 2008)와 유사하다. 교정교육이 수용자를 생산

적 시민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교정교육으로 수용자가 출소 후 고용될 수 있

다면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Erisman & Contardo, 2005).

이 외에도 교정교육은 수용자가 출소 후 고용과 더 나은 삶의 기회에 도움

이 된다는 점에서 규율이나 처벌보다 갱생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논의도 있다

(Klein et al, 2004; Addae, 2020). 교도소는 교화(rehabilitation)과 처벌

(punitive) 사이의 갈등이 있는 기관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교화에 집중하고 있

으며 교화의 방법으로 특히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Case et al,

2005).

또한, 교정교육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교정교육과

재범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Burke와 Vivian(2001)은 수용자가 최소한 한 개

의 전문학위 과정을 완수한다면 5년 이내 재범률은 약 22% 감소한다고 하였

다. Steurer과 Smith(2003)는 교정교육에 참여한 자들은 참여하지 않은 자에

비해 재구속(re-arrest)과 유죄선고(re-conviction), 재감금(re-incarc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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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비율이 낮다며 이는 전체 재범의 29%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

다.

Chappell(2003)은 교도소에서 교육을 많이 제공받을수록 재범이 낮아진다고

하며 교정 교육은 결국 “사회를 위한 상당한 수익(substantial

return-on-investment for society)”을 가져온다고 하였다(Chappell, 2003:

149). Hrabowski & Robbi(2002)는 1년 동안 수용자 1인에게 투입되는 예산은

2,500불 정도로서, 수용자를 1년 동안 감금하는 비용인 25,000불에 비해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정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을 절약한다면 결

국 재범으로 이어져 이는 결국 더 큰 예산의 지출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교정

교육에 적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이는 교정 전체의 큰 지출을 절약할 수 있

다는 것을 말한다(Aos & Drake, 2013). Aos와 Drake(2013)는 교정교육에

＄1,149를 투자한다면 이는 범죄예방으로 들어가는 돈인 ＄5,800에 비해 훨씬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Hall(2015)은 교육에 백만달러를 투자한다면

26건의 재감금을 방지할 수 있고, 이는 향후 ＄600,000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

다고 하였다.

Davis et al(2014)은 미국 사법부의 법무지원국(Bureau of Justice

Assistance U.S. Department of Justice)의 주관 하에 교도소 교육에 대한 267

개의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에서는 교정교육의 종

류를 4가지인 ‘성인 기본 교육(Adult basic education)’, ‘성인 중등 교육(Adult

secondary education)’, ‘직업 교육 혹은 경력 기술 교육(Vocational education

or career technical education)’, ‘고등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으로 구

분했다. 성인 기본 교육은 기본적인 읽기, 쓰기 등의 교육을 말하고, 성인 중등

교육은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으로서 GED 시험을 준비하는 교육 등을 말한다.

직업 교육 혹은 경력 기술 교육은 특정 기술의 습득에 대한 교육을 말하고, 고

등 교육은 대학 정도의 수준의 교육을 말한다. 연구 결과, 교정교육에 참여한

수용자는 참여하지 않은 수용자보다 재범 가능성이 13%p 낮다고 하였다.

Davis et al(2014)의 연구 결과는 UNESCO(2020)가 ‘포용과 교육: 모두는

모든 이를 의미한다(All Means All)’이라는 책자에도 언급된 바 있다. ‘포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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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학습할 권리가 있다며 취약계층 등에게 교육

을 확대하여 제공할 필요를 말했다. 여기서 “교정교육에 참여한 재소자는 참

여하지 않은 재소자보다 재범 가능성이 13%p 낮았다”고 언급했다(UNESCO,

2020: 28). 국제적으로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

되면서 교도소 수용자도 주목받고 있으며, 이것의 근거로 효과성이 제시되고

있다.

정리하면, 교정교육에 대한 효과성 검증 연구는 크게 두 가지에서 교정교육

이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교정교육은 교도소 내의 규율 위반과 사건,

사고가 감소하여 안정된 수용 생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이

다. 두 번째는 수용자에게 모종의 변화를 가져와 출소 후 안정적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즉, 교정교육은 교도소 내와 교도소 밖

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결국 교도소가 추구하는 질서유지

와 교정교화를 모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학습자로서 수용자의 교육 참여 동기에 대한 연구는 수용자가 교

육에 참여하는 동기를 분석하였다(Costelloe, 2003; Pelissier, 2004; Hall &

Killacky, 2008; Behan, 2014; Addae, 2020; Manger et al, 2020). 선행 연구에

서는 수용자가 교정교육에 참여하는 동기를 외재적 동기(External

motivation)와 내재적 동기(Internal motivation)로 구분했다. 외재적 동기는

교정 행정 등과 관련된 인센티브나 제약에 관련된 것이고, 내재적 동기는 수

용자가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Pelissier, 2004; Addae, 2020; Manger

et al, 2020). 선행연구에서 외재적 동기는 나이든 자보다 젊은 자에게서 강하

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Manger et al, 2020), 내재적 동기는 나이든 자에게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Pelisser, 2004). Behan(2014)은 수용자가 교정

교육에 참여하는 동기로 출소를 위한 준비(Preparing for release), 시간 떼우

기(Killing time), 교도소로부터 탈출(Escaping from the prison), 전환

(Transformation)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 중 시간 떼우기(Killing time)는 교

도소의 지루함을 탈출하기 위해(escaping the boredom of prison) 교정교육에

참여한다(Costelloe, 2003)는 것과 유사하다. 이는 수용자의 게으름(idleness)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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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 스케줄을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과도 맞닿아있다(Batchelder & Pippert, 2002). Batchelder와

Pippert(2002)는 수용자가 하루종일 바쁘고 할 일이 꽉 차있다면 교도관의 스

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라고도 했다. 교정교육은 수용자의 교정교화뿐만 아니라

교도관의 업무 스트레스 등과도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stelloe(2003)는 수용자의 교육참여 동기를 ‘미는 요인(push factors)’과

‘당김 요인(pull factors)’로 구분하였다. ‘미는 요인’은 “너무나 지루한 교도소

생활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것(emerging from a need to get away from

mind-numbing prison life)”을 말하고, ‘당김 요인’은 “출소 후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것(to prepare for life on release)”를 말한다(Costelloe, 2003: 131).

Addae(2020)는 수용자가 교육에 참여하는데 중요한 3가지 동기를 말하였는

데, 더 나은 미래(A better future)에 대한 열망, 문해의 필요성(Need to be

literate) 절감, 지속적 교육을 위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에 대한 열망이

다. Addae(2020)는 교정교육에 참여하는 수용자의 학습동기는 출소 후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적 지지와 강사의 지지적

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도소에서의 처벌은 수용자가

학습에 도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ddae, 2020). Hall과 Killacky(2008)는 수용자의 동기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교정교육은 수용자 개인의 과거 경험을 충분히 이해

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교정교육에 있어 수용자의 참여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나라 교정교육에 대한 연구 중 수용자의 동기를 주제로 한 연구는 전무

하다. 다만, 교정교육 현황에 대해 분석한 일부 연구에서 수용자의 교육참여

동기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최영신, 김선희, 박선영(2015)에서 수

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수용자 중 인성교육에 ‘억지로 참여해야

해서 힘들었다’는 응답이 13.7%(380명 중 52명) ‘교육을 왜 받는지 모르겠다’

는 응답이 14%(380명 중 53명), ‘하루종일 교육만 받으니 지겹다’는 응답이

13.2%(380명 중 54명)이었다(최영신, 김선희, 박선영, 2015: 130). 이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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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와 ‘그렇다’만을 포함한 결과지만 ‘보통이다’를 포함한다면 인성교육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용자는 약 30%에 달한다. 정봉길(2015)은 교정교육은

수용자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중요하다며 교육참여자를 선별화해야한다고 주

장하였다. 김형탁(1971)도 수용자의 욕구와 흥미를 조사하여 교육과정에 반영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수용자의 교육참여 동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것은 교도소에 접근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교정교육은 수용자의 동기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Pelissier, 2004; Hall & Killacky, 2008; Addae, 2020; Manger et al, 2020) 수

용자의 교육참여 동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

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정교육이 어떠한 배경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충

분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교정교육이 생성

되어 운영되고 있는 맥락 등을 살펴본다면 교정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

고, 학습자로서 수용자의 교육참여 동기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교도소 문화에 대한 연구다(윤옥경, 2010; 민수홍, 2011; 윤옥경,

2011; 장종선, 2015; Clemmer, 1940; Sykes, 1958; Bottoms, 1999;

O’DONNELL & Edgar, 1999). 교도소 문화(the prison community)는

Clemmer(1940)가 교도소의 삶과 수형자의 행동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술한 책 제목이다. Clemmer(1940)에 의하면, 수형자의 교도소 삶은 교도소

의 공식적 원칙과 규율체계보다는 수형자들이 만들어 낸 비공식적인 사회체

계(informal social system)가 이들의 삶을 지배한다고 보았다. 교도소 문화는

교도관이 수용자를 관리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수용자의 문제 행

동은 다른 수용자와 교도관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O’DONNELL &

Edgar, 1999).

Clemmer는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사회화되어가는 것을 ‘교도소화

(prisonization)’이라고 하였고, “교도소 내의 습성, 관행, 관습, 문화를 습득하

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Clemmer, 1958: 270). 이후 교도소화는 수용자가 규

율이나 규범에 동화되고 적응하는 과정으로 정의되었다(Thomas, Peters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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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ge, 1981). 말하자면, 교도소화는 수용자가 교도소의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

으로서 수용자가 새로운 의식주, 작업, 언어습관을 배우는 것, 동료 수용자와

유대하여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이백철, 2016).

교도소화의 과정에서 수용자는 교도소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의 방법을

터득한다. 교도소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동료집단을 형성하거나, 거짓으

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종교에 귀의하는 등의 방법을 배운다. 이렇

게 형성된 수용자의 하위문화는 시설 내 사고의 억제와 질서유지의 수단이 되

기도 한다(이백철, 2016).

노용준(2010)은 우리나라 수용자의 교도소 생활에 대해 적응 유형에 따라 4

가지의 하위문화를 제시했다. 교도관에 대한 태도와 비공식적 규율에 대한 태

도가 얼마나 긍정적인지에 따라 고립적 하위문화, 긍정적 하위문화, 퇴행적 하

위문화, 기회주의적 하위문화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표 Ⅱ-19>와 같이

우리나라 수형자들은 교도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낮고 비공식적 규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높은 퇴행적 하위문화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

라 수용자는 교도소 생활에서 비공식적 규율에 대한 의존이 높다는 것을 말한

다.

구분
교도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낮음 높음

비공식적 규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낮음
고립적 하위문화

(12.7%)
긍정적 하위문화

(9.6%)

높음
퇴행적 하위문화

(41%)
기회주의적 하위문화

(36.6%)

출처: 노용준(2010): 166. 

<표 Ⅱ-19> 수형자 하위문화의 분류

교도소 문화에 대한 연구 중에는 수용자의 자기통제력과 교도소 내 규율 위

반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윤옥경, 2010; 민수홍, 2011; 윤옥경,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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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선, 2015). 자기통제력은 교도소에서 일탈적인 행동을 참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민수홍, 2011). 연구 결과, 자기통제력이 높은 수용자는 수용자 사이의

행동규범을 덜 수용한다고 하였다(민수홍, 2011; 윤옥경, 2011).

우리나라 수용자의 규율위반에 대해서는 집합적(collectivistic)으로 이루어

지기 보다는 개별적(individualistic)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민수홍, 2011).

윤옥경(2011)은 동료수용자로부터의 피해 경험이 규율위반 행동을 증가시킨

다며 다른 수용자와의 관계나 교도관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장

종선(2015)은 수용자가 구금으로 인해 교도소 문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교

정교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교정교육이 매우 중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교도소는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교정교육

이 제공되고 있지만 교도소 문화에 따라 교정교육의 효과는 약해질 수 있음을

말한다(홍성열, 2007; 이백철, 2016).

말하자면, 교도소화는 수용자의 자기통제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용자는 교도소에서 생활하며 하위문화를 경험하고 형성하는데, 이는 수용자

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교도소 문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이백철,

2016).

이 밖에도 교정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중에는 교도관의 역할에 대한 연구

(박혜련 외, 2009; 유영재, 박경영, 2014; Kommer, 1993; Santorso, 2021), 민간

자원봉사자의 교정교화에의 참여에 대한 연구(한인섭, 1993; 정진수, 2001; 유

병철, 2011) 등 이었다. 교도관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도관이 수용자를

관리, 감독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동시에 수용자의 원활

한 사회복귀를 돕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역할 갈등을 겪는

다고 하였다(박혜련 외, 2009; 유영재, 박경영, 2014; Kommer, 1993; Schaufeli

& Peeters, 2000; Santorso, 2021).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교도관의 역할

갈등은 교도관의 직무가 확대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들의 전문적 정

체성은 재정의되어야 하고(Santorso, 2021) 교도관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방

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말했다(박혜련 외, 2009; Schaufeli & Peeters,

2000). 민간 자원봉사자의 교정교화에의 참여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정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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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자발적 참여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중요하다고

하였다(한인섭, 1993; 정진수, 2001; 김안식, 2004; 유병철, 2011).

이상의 교정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교정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키

고 이것의 효과와 의미에 대해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교정교육

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동기도 중요하지만 교도소의

문화와 교도관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선행연구들은 교정교육에 대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러

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

첫째, 교정교육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기존 선행 연구들은 교정교

육의 현황과 효과 등을 검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교정교육의 현황과 효과 검증도 중요하지만 교정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

정교육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정교육의 기능은 수용자의 교정

교화와 재사회화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정교육을 평

생교육의 일환으로서 보고 그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출소 후의 학습 경로를 구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교정교육이 시대마다 어떠한 맥락과 담론의 영향 속에서 생겨나고 없

어졌는지의 교정교육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

로 미시적 차원에서 현황이나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교정교육과 같은 교육

장치는 정책과 제도와 담론 등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하연섭, 2010;

Makse and Volden, 2011; Link and Reece, 2021)에서 교정교육이 어떠한 사

회적, 정치적 등의 맥락에 따라 변화했는지 거시적 차원으로 분석하는 것은

교정교육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연구다. 교정교육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개인의 변화 등에 주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정교

육이 생겨나고 지속되고 소멸된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등의

배경과 담론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시대마다 교정교육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주목하지 못

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교정교육이 시대마다 변화한 점을 분석하기도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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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시대마다 어떤 맥락과 담론의 영향 속에서 교정교육의 기능이 변화되었

는지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교도소는 크게 질

서유지와 수용자의 교정교화라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 그러나 시대마다 교정

교육은 내용과 방식 등이 변화했다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도

함께 변화했을 것이다. 교도소의 기능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교

도소 기능에 대한 재정립을 할 수 있고, 실천적으로는 교도소 기능에 대한 대

안 모색을 할 수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해하

고, 이를 통해 교정교육과 평생교육의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

해서는 교정교육의 현황이나 효과 등을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교정교육의

기능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대마다 교정교육의 기능은 어떻게 변

화하여 현재의 기능으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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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자로서 수용자

교도소는 성인을 수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교도소에서 행해지는 교정교

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즉, 학습자로서 수용자는 성인학습을 하

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Vandala, 2019; Addae, 2020). 이 장에서는 성인학습

의 개념과 이론을 살펴보고, 수용자 학습권에 대한 논의가 어떠한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가. 성인학습의 개념과 이론

1) 성인학습과 성인학습자의 개념

성인학습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과는 대조적으로 성인이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김경애(2013)는 성인학습의 이론

화는 교육학의 학습 연구에 두 가지 점에서 기여했다고 보았다. 성인 학습자

의 경험이 지식의 생산과 획득에 핵심이라고 보아 학습자를 의미 생성 주체로

인식하게 했고, 성인 학습으로 형성된 지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구성된 것

이라는 맥락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성인학습은 성인의 특징인 풍부한 경

험을 바탕으로 일어나고, 학습의 결과 구성된 지식은 맥락적이라는 것이다.

Knowles(1975)는 성인학습자에 대해 5가지 가정을 제시했다. 첫째, 성인은

학습의 필요와 흥미가 생겨날 때 학습 동기가 생겨난다. 둘째, 성인은 자신의

삶과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학습을 생각한다. 셋째, 성인의 경험은 학습에 가

장 풍부한 자원이다. 넷째, 성인은 자기주도적이 되고자 하는 근원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성인은 나이가 들면서 개인차가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에 맞는 적절한 학습의 방법과 시간, 장소, 속도를 달리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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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성인학습은 아동청소년의 교육이 교과 지식 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

인학습자는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학습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2) 성인학습 이론

성인학습에 대해 Merriam, Caffarella and Baumgartner(2009)는 3가지로 구

분하여 설명했다. 신체를 통한 학습과 영성 학습, 담화를 통한 학습이다. 여기

서는 Merriam, Caffarella and Baumgartner(2009)이 구분한 성인학습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가) 신체를 통한 학습

신체를 통한 학습은 인간의 신체(body)와 정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관

점에서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도 학습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학습이론

이다. Franks(2015)는 신체와 정신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관점은 그동안 교육

계를 지배해왔다고 지적했다. Merriam, Caffarella and Baumgartner(2009)도

전통적인 학습이론에서는 주로 정신에 집중하여 연구가 수행되었고, 신체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지적했다.

신체를 통한 학습은 몸의 학습(somatic learning)이나 체화 학습(embodied

learning) 등으로 불린다. 몸의 학습(somatic learning)은 “몸에 의해 느끼는

것”(Horst, 2008: 2)을 말한다. 몸의 학습은 “우리가 우리의 몸적인 경험

(bodily experience)으로부터 어떻게 배우는지”(Clark, 2001: 83)를 설명해준다.

몸의 학습은 나의 몸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식하고 이로 인해

몸의 움직임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몸의 움직임 확장과 성

장을 가능하게 한다(김미레, 조기숙, 2014). 몸의 학습은 요가와 같이 “목적이

분명한 몸 중심적 움직임을 하는 동안 몸의 지각과 느낌(sensation)을 통해 직

접적으로 경험되는 학습”을 말한다(Freiler, 2008: 39). 김진주, 최운실(2018)은

몸의 학습에 기반하여 성인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에서 몸을 통한 경험과 학습

은 성인 인성의 실현과 사회적 변화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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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 학습(embodied learning)은 “관점, 지각, 패러다임, 행동과 행위를 촉진

하도록 사용하는 다양한 신체-정신(bodymind) 활동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Munro, 2018: 7). 체화 학습은 일반적으로 “앎의 다른 영역

인 영적, 정서적, 상징적, 문화적, 이성적 측면과 연결된 학습의 장소로서 몸이

지식을 구성하는 더욱 전체적 관점과 연관”되는 학습이다(Freiler, 2008: 39).

김주연(2019)은 체화 학습으로서 교육연극에 대해 연구한 결과, 교육 연극은

신체의 감각적인 민감성을 깨우고 신체를 활성화하여 감각, 정서, 감정, 인지

등을 아울러 경험하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몸의 학습과 체화학습은 모두 몸과 마음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신체를 통한

학습을 말한다. 말하자면, 신체를 통한 학습은 신체를 통해 느끼고 인지하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Ross(2000)는 신체와 정신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며

교육에 춤과 예술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예술은 정신과 신체 사이

의 교류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감각과 정서는 이러한 경험

의 통로다”라고 하였다(Ross, 2000: 31). 정서와 신체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학

습도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Beckett과

Morris(2001)는 학습과 신체, 정체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정체

성은 특정한 상황에서 신체적 활동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증명

하기 위해 Beckett과 Morris(2001)은 노인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자를 대상으

로 연구했는데, 이들은 실제로 경험하면서 일종의 실천 공동체를 만들었고 건

강의 실무전문가로서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하였다. Horst(2008)은 신체를 통

한 학습 요소는 운동감각적 학습(Kinesthetic learning), 감각 학습(Sensory

learning), 정서 학습(Affective learning), 영적 학습(Spiritual learning) 4가지

로 이루어져 있고, 이 요소들이 학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화(Dialogue),

성찰(Reflection), 인지(Cognition)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신체를 통한 학습은 몸의 감각과 느낌과 더불어 이에 대한 정서와 영적인 부

분에 집중하는 것이며, 경험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성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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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통한 학습은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사회 맥락도 강조한다.

Dirkx(2001)는 “의미있는 학습은 본질적으로 성인 자신 그리고 더 넓은 사회

적 세계와의 정서적이고 상상 속의 관계에 기초하며 연유한다”고 하였다

(Dirkx, 2001: 64). 신체를 통한 학습은 몸과 정서 그리고 사회 맥락과 함께 일

어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체를 통한 학습은 경험학습과도 유사

한 면이 있다. 경험학습의 대표적 학자인 Kolb는 구체적 경험으로 시작하여

성찰적 관찰과 추상적 개념화, 적극적 실험으로 이어지는 학습 과정을 경험학

습 과정이라고 하며 설명했다. 그러나 Kolb의 경험학습은 전통적 학습이론에

비하여 사회 맥락을 고려하기는 했으나, 학습자의 맥락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Fenwick, 2003).

한편으로 신체를 통한 학습은 정서와도 연관된다는 점에서(Dirkx, 2001;

Freiler, 2008; Horst, 2008) 감정적 학습 혹은 정서적 학습(emotional learning)

과도 관련된다. 대표적으로 Zull(2011)은 학습에 대해 감정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감정과 욕구가 이성적 사고를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감

정 없이는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Zull, 2011: 137). 감정

은 인지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Taylor, 2001). 인간의 학습은

신체와 인지, 정서 등과의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을 말한다.

정리하면, 신체를 통한 학습은 몸과 마음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신

체와 맥락을 고려하여 몸의 느낌에 주목하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학

습에 대한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체를 통한 학습에 관심이 저조했다. 그러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체를 통한 학습은 성인학습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학습이론이다. 따라서 성인학습의 장면에서 신체를 통한 학습은 어떤

형태로 구현되는지, 신체를 통한 학습을 보는 관점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 담화를 통한 학습

담화(Narrative)를 통한 학습이란 학습자가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 글이나

말로 표현함으로써 자아와 삶을 이해하도록 하는 학습이다(양호환, 1998; 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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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2006; Polkinghorne, 1988; Rossiter, 2005). 인간은 담화를 통해 자아와 삶

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MacIntyre, 1981; Kerby, 1991) 담화는 “개별적

경험들이 전체의 삶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경험의 의미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Polkinghorne, 1988: 36). Rankin(2002)

은 “경험의 의미는 경험 자체에 고정되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성적

으로 성찰하여 생성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였다. MacIntyre(1985)는 인간은

담화를 통해 자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즉, 담화를 통한 학습은 학습자가 경

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Bruner(1986)는 인간의 사고양식을 패러다임적 사고(paradigmatic thought)

와 담화 사고(narrative thought)로 구분하였다. 패러다임적 사고란 인간의 의

도와 무관한 물리적 세계와 관련되어 원인과 결과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사고 방식이다. 담화 사고는 인간 삶의 문제를 다루고 인간에 대한 이해

와 인간의 내면세계를 지향한다. 담화 사고는 삶에 대한 해석을 추구하는 것

이고, 이를 위한 주된 수단이 담화인 것이다. 패러다임 사고가 인간의 의도와

무관한 불변의 세계를 다루는 반면 담화 사고는 학습자에 따라 변화하는 예측

불가능한 세계를 다룬다(한승희, 2006). 담화는 인간의 경험과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Polkinghorne(1988)은 담화적 앎과 과학적 앎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과학

적 앎은 개별적으로 분리된 사실이나 사건에 집중하는 반면에 담화적 앎은 예

측가능성과 통제보다는 이해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Rossiter(2005)는

담화적 앎은 인간적인 의미, 범주보다는 순서, 예측가능성과 통제보다는 이해

에 관심이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담화적 앎은 인간의 맥락과 경험에 집

중하여 인간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에 있어 담화가 중요한 것은 담화는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

도록 해주고, 담화의 하나하나는 학습의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9). Bruner(1990)는 담화가 경험과 지식을 구

성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 자연스럽고 쉬운 형식이라고 하였

다. Clandinin과 Connelly(2004)은 인생의 의미는 삶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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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어나고, 경험에 대한 이해는 담화를 통해 일어나며 이러한 이해의 과정

은 학습자에게 의미로 부여된다고 하였다.

담화를 통한 학습은 학습생애사에서도 볼 수 있다. 학습생애사는 학습자에

게 자신의 생애를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해준다(강대중,

2009). 학습생애사는 교육적 전기(educational biography)라고도 불리는데, 자

신에 관한 일지쓰기 등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Dominicé, 2000).

Brady와 Sky(2003)는 일지를 최소 3년 이상 써온 15명의 노인 학습자를 연구

한 결과, 노인들에게 일지쓰기는 기억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고, 스스로의 성장

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자신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으며, 자신의 내면의 소리

와 영혼을 살찌워준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담화를 통한 학습은 “자신이 무

엇인가 말할 만한 의미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학

습 중 하나다(Brady & Sky, 2003: 160).

담화는 교육학뿐만 아니라 심리학과 문학, 의학, 법률 등의 많은 학문에서

활용된다(Hopkins, 1994). 특히 담화를 통한 학습은 상담이나 치료 등에서 많

이 볼 수 있다(고정은, 2016; 김수진, 홍영숙, 2019; 김신희, 양은주, 2019;

Dimaggio et al.,, 2003). 내러티브는 인간의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경험에 의

미를 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Bruner, 1986)이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을 총체

적으로 이해하기에 적합하여 교육학 외에도 심리학과 정신건강 등의 분야에

서 활용되는 것이다(Conle, 2000). 고정은(2016)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노

인들에 대해 담화 치료(Narrative therapy) 방법으로서 집단 상담을 한 결과,

담화 치료는 노인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하였다. 김신희,

양은주(2019)는 담화를 활용하여 진로 전환기 직장인의 생애 설계 상담을 실

시한 결과, 대부분의 내담자에게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담화의 중요성은 구성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구성주의

는 지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경험에 의해 구성된다고 강조

한다(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9). 담화도 학습자가 자신의 경

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구성주

의와 맥을 함께한다(신혜원, 강현석, 2017; Pihlainen, 2013). 성인학습이론 중



- 52 -

에는 구성주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 이론이 많다. 예컨대, 전환학습이론은 개인

의 의미구성과 사회의 의미 구성에 초점을 맞춘다. Mezirow는 전환학습에 있

어 변화는 개인적 성찰과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Mezirow, 2000). 즉, 전환학습이론은 담화를 통한 학습의 일환이면서 구성주

의적 관점을 지닌 학습이론이라는 것이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객관적인 지식의 구축이 가능

하다는 근대의 관점을 비판하고, 자아의 다양성과 성장과정을 중요시한다(박

민정, 2006). Gergen(1991)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인간은 끊임없이 구성과

재구성의 상태에 존재”하고 있다며 “각각의 자아의 실재는 반성적 의문, 역설

과 또 다른 실제를 탐구하는 유희에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고 하였다

(Gergen, 1991: 7).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에서 성인학습자는 “다양성을 이해

하고 존중하고 기르는 것”을 학습한다(Clark & Dirkx, 2000: 112). 담화를 통

한 학습도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하며 기존의 관점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고 자아를 끊임없이 재구성해 나간다는 점에서 포스트모

더니즘의 관점과 맥을 함께 한다(박민정, 2006).

정리하면, 담화를 통한 학습은 인간의 경험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한

다는 점에서 경험이 풍부한 성인에게 중요한 학습 중 하나다. 선행연구에서는

담화를 통한 학습에 대한 개념과 사례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담화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 사회적 맥락과 배경 등에 대한 분석도 필요다. 담화 학습이 성

인학습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배경 등을 함께 이해한다면 학습 이론의 전체적

지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 영성 학습

영성 학습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spiritual being)라는 점에 주목한 이론이다

(고요한, 2011; 김한별, 안아라, 허효인, 2015; 유재봉, 2013; Vella, 2000;

Tisdell, 2003; Tisdell, 2008). Merriam, Caffarella 와 Baumgartner(2009)는 영

적 학습은 신체 학습에 비해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렵지만 자신에 대해 의미

를 부여하는 학습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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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은 종교와 관련이 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Tisdell, 2003, Tisdell,

2008; 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9). 왜냐하면 영성이 오직 종

교를 통해서만 발현하거나 발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타인, 현실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반드시 종교적 믿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김한

별, 안아라, 허효인, 2015).

영성이란 “신이나 신의 뜻에 대한 더 개인적인 믿음과 경험이고, 어떤 의미

를 부여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로서 우리 삶에서

무엇을 신성한 것으로 경험하고, 관심을 갖고 소중하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Tisdell, 2003: 29). 영성은 “어디서나 경험될 수 있는 종교적인 경험과

함께 개인의 개인적 경험”이라고 했다(Tisdell, 2008:28).

Tisdell은 영성에 대해 7가지 가정을 제시했다. 첫째, 영성과 종교는 같은 것

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둘 다에 관계를 갖고 있다. 둘째, 영성은 세상 모

든 것이 온전하고 서로 연결된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이다. 셋째, 영성은 기본적으로 의미 만들기(meaning-making)이다. 넷째,

영성은 학습 환경에서 (비록 종종 인식하지 못하지만) 항상 존재한다. 다섯째,

영성 발달은 더 큰 진정성(authenticity)과 더욱 진실한 자신(authentic self)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다. 여섯째, 영성은 사람들이 주로 무의식적이고 상징적인

과정을 통해 어떻게 지식을 구성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무의식적이고 상징적

인 과정은 종종 문화적으로 표출되는 음악, 예술, 이미지, 상징, 그리고 의식

등과 같은 형태로 더욱 구체화된다. 일곱째, 영성적 경험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일어난다(Tisdell, 2003: 28-29). Tisdell은 일상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영적 경

험을 계기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영적 경험에 의한

학습경험이 전 생애에 걸쳐 꾸준히 나타나고 축적됨으로써 영성의 발달이 이

루어진다”고 하였다(Tisdell, 2008: 30).

무엇보다도 영성 학습은 참된 자아(authentic self), 참된 정체성(authentic

identity)의 발달에 있어 중요하다(Tisdell, 2003; Tisdell, 2008; 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9; Merriam &, Bierema, 2014). 참된 정체성이

란 사회적 규범과 타인의 기대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핵심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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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self)에 의해 파악되어지는 정체성을 말한다(Merriam &, Bierema,

2014). 영성을 “삶의 여행(life journey)”라고 표현한 Tisdell은 “영적 여행의

일부는 이러한 “핵심 자아(core self)”, 즉 더 진정한 정체성을 알고 작동시키

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Tisdell, 2003: 33). 오늘날 성인의 삶

속에서 정체성은 다중적으로 구성되고(Gee, 2000) 일관적으로 나타나기 보다

는 지속적으로 변화한다(Tisdell, 2001)는 점에서 영성 학습은 성인의 정체성

발달에 있어 중요하다(김한별, 안아라, 허효인, 2015).

영성에 대한 관심은 책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ion of Health)과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가 명상과 요가 등과 같은 영적 행동들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도 했다(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9).

우리나라에서도 종교단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영성과 관련된 프로그

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 등도 많이 수행되고 있다(이선

형, 2004; 한미희, 2012; 유재봉, 2013). 영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자 Zohar

과 Marshall(2000)은 지능에 대해 IQ와 EQ에 더하여 SQ(Spiritual

Intelligence)를 제안했다. SQ는 “반드시 종교와 연관된 것이 아니고, 전체성

(wholeness), 탄력성(flexibility), 자기 자각(self-awareness), 연민

(compassion), 창의성(creativity) 등에 대한 것”이다(Moryl, 2000: 124). 영성

도 인간의 능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측정될 필요성을 말한 것이

다.

영성 학습의 대표적 형태는 멘토링에서 볼 수 있다. 멘토링은 영적인 면을

발달시키기 위한 핵심적 학습 활동이다(Allen, Day, & Lentz, 2005; Buzzanell,

2009; 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9). 멘토링은 영적 가치와 연

관되어 있기 때문에 멘토와 멘티 모두 성장할 수 있게 한다(Buzzanell, 2009).

멘토와 멘티 관계는 감정적 결속과 정체성 구성 등을 발전시킨다(Bell et al,

2000). 멘토링을 인적자원 개발과 연결시켜 조직에서의 영성에 대한 연구도

있다(이정아, 서용원, 2015; 임명성, 2016; 조영복, 하태영, 2016; 김영집, 2020;

Hunsaker, 2020).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조직에서의 영성은 조직시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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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혁신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정현우, 서정기, 류태모, 2014; 김영

집, 2020; Hunsaker, 2020) 조직에 대한 만족과 몰입,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조영복, 하태영, 2016). 즉, 영성학습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직 차원에도 영성은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말

한다.

영성학습은 인본주의 혹은 인문주의와 연관된다(고명수, 2019; Ferris,

2011). 인본주의 학습이론은 학습에 있어 정서적 차원에 집중한 학습이론이다

(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9). 인본주의의 대표적 학자로

Maslow는 인간의 욕구 단계를 제시했다. Maslow가 말한 인간의 욕구 단계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자아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의 5단계

로 구성되어 있다. Daniels(2001)는 Maslow의 궁극적 결론인 가장 높은 단계

의 자아실현은 스스로를 초월하는 단계라고 하였다. 그리고 Elkins et al(1998)

은 Maslow에 대해 영적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뤄낸 심리학자라고 평가

했다. Maslow(1964)는 “나는 영적 가치(spiritual values)가 지극히 자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영적 가치는 조직화된 교회의 배

타적 소유물도 아니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초자연적인(supernatural) 개념

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충분히 과학의 범주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책

임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다”고 하였다(Malow, 1970: 1-2). 즉, 인간의 자아실

현 등을 설명하는 인본주의는 영성 학습의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또

한, 인문주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과 같은 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문학 혹은 인문교육으로 불린다(이

명준, 2000). 이명준(2000)은 인문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영혼과 영적인 면을

강조했다고 하며 평생교육에 있어 인문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고명수

(2019)는 문학작품을 통한 인문주의 영성은 인간 삶의 전인적 성장에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서 문학작품을 매개로 한 성장의 과정을 분석했다.

정리하면, 영성 학습 이론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주목한 것으로

인간의 학습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 중 하나다. 특히 성인학습에서 영성학습

이 중요한 것은 성인들은 중년을 넘어가면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삶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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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죽음, 영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9). 다양한 학습 연구에서 영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기는 했지

만, 영성의 다양한 이해나 본질 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김한별, 안

아라, 허효인, 2015; 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9). 따라서 성인

학습 장면에서 영성 학습의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평생교육에서는 영성 학습이 어떤 교육

내용과 방식 등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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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용자 학습권 논의

수용자를 학습자로 보고 이들의 학습권에 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국제 기구들은 수용자의 학습권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관한 기준

을 만들거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예컨대, 1955년에는 유엔피구금자최저기

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이 마련되

었다.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제 64조는 도서에 대한 사항으로 “모든 교

도소는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

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며 피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제 78조에는 “교사 및 직업교육강사와 같은 전문

가가 교도소 직원으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제 104조와 제 105

조는 ‘교육 및 오락’에 대한 사항으로서 “성인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형자에게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수형자 교육은 그 국가의 교육제도에 통합하여 수형자가 석방 후 어려움 없이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제 104조). 또한, “오락

활동과 문화 활동은 수형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모든 교도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여(제 105조) 수용자의 학습권을 명시하였다.

유럽 회의(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는 1989년 10월 13일

에 교도소 교육과 관련된 기준을 17개 항목에 걸쳐 상세하게 규정했다. 제 1조

에는 “모든 수용자는 교육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교육은 교실에서 이루어

지는 것과 직업훈련, 창의적이고 문화적 활동, 신체적 교육, 스포츠, 사회적 교

육 그리고 도서관 시설을 포함한다”고 하였다(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1989: 1). 제 3조는 “교도소에서 교육은 수용자를 사회적, 경제

적, 문화적 맥락에 대한 태도를 지니도록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

였다(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1989: 2).

1990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도 교도소

교육과 관련된 결의문을 발표했다. 내용은 “모든 수용자는 교육에 접근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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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있다”며 교육에는 문해 교육, 기초 교육, 직업 훈련, 고등교육, 도서관 등

이 포함된다고 하였다(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90: 22).

1995년 UNESCO는 교도소의 기본 교육(basic education in prison)에 대한

보고서에서 “학습의 장소로서 교도소(Prison as a place of

learning)”(UNESCO, 1995: 77)와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UNESCO, 1995: 78)에 대하여 설명했다.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활동들은

기술과 지식,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수용자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교도소는 학습의 장소로서 수용자의 학습권은 보장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UNESCO, 1995).

ACA(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는 2002년 발표한 문서에 교정 교

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홍명자, 2003). ACA가 2002년에 발표한 문서는 1870

년 국립 교도소 협회의 의회에 의해 채택과 공포한 원칙의 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adopted and promulgated by the 1870 congress of the national

prison association)을 기반으로 한다. ACA에서는 “교육은 실패한 남자와 여

자(수용자)를 변화(reformation)시키는 데 필수적 힘이 된다”고 하였다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1870: 2).

가장 최근에는 2020년 UNESCO에서 수용자의 읽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Books beyond bars: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prison

libraries』(Krolak, 2020)라는 제목으로 교도소 수용자의 평생학습과 교도소

도서관에 대해 설명했다. Krolak(2020)은 교도소 도서관은 수용자에게 평생학

습자가 되는 것을 돕도록 해준다며 이들의 학습에 있어 읽을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교도소 수용자의 학습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2021년에는 UNESCO가

‘a prisoner’s right to education’이라는 주제로 웹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

미나에서는 교정교육의 정책과 실천 등의 사례를 공유했다. 예를 들어, 태국과

노르웨이 등의 교정 교육 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교도소 수용자의 학습권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수용자의 교육받을 권리,

읽을 수 있는 권리, 쓸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홍명자, 2003;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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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현, 2018; 유주영, 강대중, 2019; Lockard & Rankins-Robertson, 2011;

Torrijo & Maeyer, 2019). 유주영, 강대중(2019)은 수용자 학습권에 대한 판례

를 분석한 결과, 수용자 학습권은 기관의 목적과 학습경험에 대한 인식, 학습

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인식에 따라 제한되거나 확대되었다고 하였다. Lockard

와 Rankins-Robertson(2011)는 수용자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미국 교도소

대학에서의 글쓰기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온라인 교정 교육도 학습권

확장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교도소 수용자의 학습권이 확대되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다양한 모습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2012년 6월 22일 브라질에서는 연간 12권의 책을

읽는 수용자에게 1년마다 48일의 형량을 줄여준다는 법이 발효되었다. 이에

앞서 브라질은 교도소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수용자에게 형량을 줄

여주는 법을 제정한 바 있기도 하다4). 2019년에는 페루에서 절도범 2명에게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독서를 내걸고 권장도서까

지 판결에 명시하였다. 법원은 이들에게 학업을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 1명에

게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다른 1명은 마치지 못한 중고등 과정을

끝내라고 하기도 하였다5).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

하게 보고 있음을 말한다.

교도소를 대학으로 인가받은 사례도 있다. 2020년 Mount Tamalpais

College로 이름이 바꾼 San Quentin State Prison이다. San Quentin State

Prison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교도소로, 교도소 대학 프로젝트를

1996년부터 시행해 왔다. 교도소 대학 프로젝트는 교도소 수용자에게 대학 수

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Patten University 이름으로 전문대학 학위를 주는 프

로젝트다(Strait & Eaton, 2017). San Quentin State Prison은 2020년에

Mount Tamalpais College로 이름을 변경하기도 했다. 2020년 1월 Mount

Tamalpais College은 ACCJC (Accrediting Commission for Community and

Junior Colleges)의 인증 후보로 선정되어 교도소 최초로 교육기관이 된 것이

4) 2012. 6. 25. 나우뉴수. ‘1년에 12권 독서하면 형량 단축’ 브라질 법 제정.
5) 2019. 5. 9. 나우뉴스. “감옥 가기 싫지? 그럼 공부해” 페루 법원, 절도범에 이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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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Mount Tamalpais College 홈페이지6)). 교도소가 대학 교육을 제공하며 이

름도 변경된 것과 같이 수용자의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교도소에서 교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교도소 수용자의 학습권에 대한 관심은 국제적으로 점차 높아지

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도 국내외에서 수행되고 있다. 수용자를 학습자로 바

라볼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수용자의 학습권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있다.

6) https://www.mttamcollege.org/about/our-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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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계보학 연구방법

계보학은 Foucault가 자신의 저작에서 활용한 주된 연구의 도구 중 하나다.

계보학이라는 용어는 Nietzsche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여 발전시킨 자는 Foucault다(이진우, 2000). 이 두 학자는 계보학을 통

해 모두 당대의 철학과 일반화된 전통에 반대하고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유래

를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두 학자는 모두 동시대의 여러 철학자들과 역사학

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Foucault가 발전시켜 활용한 계보학 방

법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며 실험적 연구의 발판이 되고 있다(정

규영, 2015).

계보학은 Foucault가 후기 저작물에서 많이 활용한 연구의 방법이다. 계보

학의 시작을 알리는 Foucault의 글은 1971년의 에세이 「니체, 계보학, 역사

(Nietzsche, genealogy, history)」에서 볼 수 있다. 계보학 방법을 활용한

Foucault의 대표적인 연구는 『감시와 처벌』이다. 계보학과 관련된 Foucault

의 문서들 중에서 출판된 것은 이 책이 유일하기 때문에 Foucault의 계보학은

『감시와 처벌』과 주로 연관되는 것으로 인식된다(정규영, 2015). 이 책에서

Foucault는 감옥을 사례로 근대 인간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를 규율과

순종하는 신체 등의 개념을 통해 분석했다.

『감시와 처벌』에서 Foucault는 계보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Foucault는 “나는 바로 그러한 감옥의 역사를 쓰려 한다. 이것은 완전히 시대

착오적인 것일까? 이런 방법으로 현재의 시대적 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쓰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역사를 쓰려 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것”(Foucault, 1975: 63)이라고 하였다. 즉, 계보학은 과거의 역사가 아

닌 현재의 역사에 초점을 둔 연구방법이다. 계보학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실증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닌, 현재를 구성하는 사회적인 매커니즘이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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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발견하기 위해 과거의 우연한 사건들을 수집하여 비판적으로 재구성하

는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보학은 현재의 모습을 구성하는 사회적인 실천

의 역사적인 유래를 찾아 추적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Foucault는 계보학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통적인 역사는 사건을 기억할 수 있

는 문서로 전환된 서술들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문서로 존재하는

역사들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라며, 계보학은 이것들이 이미 의도되어

서술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문서화되기

이전의 역사적인 사건을 찾아 기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이진우, 2000). 즉, 계

보학은 문서화된 자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해당 사회에는 어떤 정치

적 권력 관계를 토대로 합리성이 작동하였는지를 재구성하는 연구 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계보학은 종종 고고학과 비교되며 언급되는데, Foucault는 두 가지가 동일

하지 않다고 하였다. Foucault는 1960년대 고고학을 주된 방법으로 활용하여

『말과 사물』 등의 저작물을 내놓았다면, 1970년대 이후는 계보학을 주된 방

법으로 활용하여 『감시와 처벌』과 같은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여러 강의를

통해 계보학 연구를 설명했다.

Foucault(1980)에 의하면, 고고학은 담론 체계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

이고, 계보학은 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현재를 탐구하는 방법론이다(Mills,

2003). 고고학은 언어로 표현된 언술을 분석하는 방법론이고, 계보학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언술들까지 포함하여 이것들의 생산과 통제, 유통을 촉진 혹은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고고학은 담론의 생성과 이것이

사회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담론의 실천을 탐구 대상으로 한다면, 계보

학은 담론들이 실천들과 어떻게 결합되어 작동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고학이 과거의 역사에 주목하여 담론을 분석하는 연구 방

법이라면, 계보학은 현재의 역사에 주목하여 이러한 담론들이 사회적 실천들

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고고학

은 우리의 존재가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기술하는 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

다면, 계보학은 그 조건들이 어떠한 이유로 바뀌는지를 기술하는 동적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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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다(이정우, 1993). 즉, 계보학적 분석은 우리를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Mills, 2003).

담론은 Foucault의 연구에서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데, 그에게 담론이란

권력과 지식이 결부되어 있고 다양한 전술들에서 활용될 수 있는 언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담론은 어떤 사회에서든지 생산하고, 통제하고, 선별하고, 조직화

하고, 재분배한다(Foucault, 2001). 담론은 궁극적인 진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회를 구성한다(김희정,

2020). 담론은 텍스트 그 이상으로서 물질적인 사회적 실천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권력의 관계를 구성한다(Olssen, Codd, & O’Neill, 2004). 말할 수 있고,

말해지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경계짓고 한 시대에 특정한 담론이 스며

들게 하는 과정이 담론의 생산과 통제에 담겨있다.

계보학은 새로운 통제와 배제 방식이 등장할 당시에 그 담론에 의해 통제되

고 배제된 자들에게 적용된 통제와 배제 전략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어떤 역

사적 변화 과정을 겪었는지, 그 속에서 말해지거나 말해지지 않은 속성은 무

엇인지 분석하는 것이다(박홍근, 2014).

계보학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계보학은 형이상학을 거부한

다(이진우, 2000). Foucault는 “계보학은 회색이고, 세심하고, 인내심 있게 문

서들과 씨름한다. 계보학은 얽히고 긁혔으며 수차례 다시 기록된 양피지들 사

이로 작동한다(Foucault, 2001: 76)고 하였다. 이는 계보학이 과거를 미화하여

서술하는 전통적인 역사에 반대하고, 사회에 크게 드러나지 못했던 사건의 기

록들을 중심으로 파헤친다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계보학은 유래의 분석을 목표로 한다(이진우, 2000). 즉, 기원의 탐

구를 거부한다. 기원은 사물의 정확한 본질, 사물의 가장 순수한 기능 등을 포

착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면, 유래는 사물들은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는 비밀, 혹은 사물들의 본질은 소외된 것들로부터 섬유와 같이 엮여 있다는

비밀을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Foucault, 2001). Foucault(2001)는 기원의 탐구

는 사물의 본질과 같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라 하면서 “진리는

의심할 여지없이 무수한 오류들이 존재”한다고 보았다(Foucault, 2001: 7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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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계보학은 사물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배후에

있는 전혀 다른 흔적들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 계보학은 비판과 해체를 추구한다(이진우, 2000). 계보학은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연적 사건의 외재성”을 발견하는 것이다(Foucault, 2001:

81). 그리고 계보학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것을 불안정하게

하고, 사람들이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질성을 보여”주는 것

이다(Foucault, 2001: 89). 즉, 계보학은 현재의 모습을 둘러싸고 있는 오류와

착오 등을 드러내어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을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보학은 현재의 모습을 구성하는 사회적인 실천

과 제도 등의 역사적인 유래를 찾아 추적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러한 계보학

연구방법은 본 연구의 목적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 변천 과정

을 고찰하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서 교도소가 어떠한 사회적 맥락과 담론의 영향 속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기능

하고 있는지의 역사적 유래를 찾아 변화를 추적하고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이

다.

또한 계보학은 현재 모습을 둘러싼 담론들이 실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권력 관계들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다. 본 연구는 교도소의 기능 변천 과정에 어떤 담론이 왜 교정의 실천

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계보학적 연구방법은 적합

하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계보학 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담론 분

석을 위해 Foucault의 계보학을 언급한 연구들(서동진, 2005; 장민우, 2013; 정

승화, 2012; 조성은, 2012; 최태훈, 2016)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서동진

(2005)은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자기 계발하는 새로운 주체가 나

타나게 된 계보를 추적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권력이 등장했는지를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한 자료는 신문이나 각종 논문 자료, 서적 등을 포함하여 기업의

핵심성과지표, 기업에서 사명서 쓰기의 사례, 대기업의 자기계발계획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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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과 목표관리 평가표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자율과 책임의 능동적인

시민에서 능동적으로 자기계발을 하는 개인이 나타나게 된 것은 신자유주의

와 맞물려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계발의 의지를 가진 주체의 탄생은

자신의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새로운 권력과 그것이 자신을 표현하는 다양한

담론의 효과로 가능했다고 하였다.

이혜령(2021)은 학생선수의 계보를 분석하였다. 학생선수라는 개념이 등장

한 이후 시대별로 어떠한 의미 변화를 거쳐 지금의 학생선수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추적하였다. 이를 위한 자료는 정책보고서, 학술연구물, 언론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선수는 운동권 담론, 학습권 담론, 인권

담론으로 담론의 중심이 이동했고, 각 담론은 학생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

정하는 데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김희정(2020)은 한국 학생 정신건강 담론을 계보학적으로 분석하였다. 1945

년부터 2018년까지 학생 정신건강 담론의 역사적 변화 추이를 분석했고, 연구

자료로는 신문과 교육잡지, 정부 기관의 보고서, 관련 학술논문 등을 활용하였

다. 연구 결과, 학생 정신건강 담론은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교정 중

심의 담론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는 의료화가 강해지면서 강화 중심의 담론

으로 변화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계보학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연구의 자료로 대부분 신문이

나 잡지, 논문, 서적 등의 문서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인터

뷰를 수행함으로써 분석에 엄밀성을 더하고자 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교도소의 기능 변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을 포함하여 면담을 수

행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및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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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 변천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가. 자료의 수집

1) 문헌 자료

이 연구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각종 문헌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자료는 신문자료(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신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기

독신문, 매일경제, 연합신문 등)를 수집했다. 신문은 주로 ‘네이버 뉴스 아카이

브7)’와 ‘빅카인즈8)’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네이버 뉴스 아카이브는 1910년부

터 1999년의 신문(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겨레)을 제공하

고 있다. 빅카인즈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54개의 언론사에서 발행한 신문 기

사를 제공하고 있다.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신문은 문화체육관광부 국

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9)’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법무부 자료(『교정통계연보』, 『대한민국 교정사 Ⅰ』, 『대한민국 교정

사 Ⅱ』, 『대한민국 교정사 Ⅲ』, 『교정』, 『새길』, 『법무연감』 등), 정부

보고서(『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정부 보도자료, 교도관이나 출소자의 기

록물(자서전, 일기, 회고록), 교정교육에 활용된 교재, 포럼이나 토론 등을 포

함한 학술논문 등도 수집하였다. 교도소와 관련된 유관 기관(예컨대, 형사정책

연구원이나 교정학회, 관련 상담 센터 등)에서 발표한 보고서나 보도자료도

수집하였다. 당대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 대통령 담화집 등도 자료로

수집하였다.

7)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hn
8) https://www.bigkinds.or.kr/
9) https://www.nl.go.kr/newspape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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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우리역사넷’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와 서대문역사

박물관과 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도 수집하였다. 각종 정책 보고서와

문서들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비공개 문서의

경우 책임자 및 관계자 등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수집하였다.

자료 중 절판된 책이나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홈페이지에서 볼 수 없는

자료는 RISS 복사 신청을 통해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받거나, 국회도서관의

‘우편복사서비스’나 학교 도서관에서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김형탁(1971)은

‘교도소 재소자들의 성인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대구교도소를 중심으로’의

석사학위논문은 RISS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복사/대출신청’ 한 후, 서울대

학교 도서관에서 복사본을 받았다. 그리고 절판된 책인 『범털과 개털』이나

온라인에서 볼 수 없는 교정교육에 대한 학위논문(고재유, 1984; 이일노, 2008)

등은 국회도서관을 통해 복사본을 받았다.

자료 수집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10)의 복사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루어졌

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는 공개된 자료에 한하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자료도 있지만, 홈페이지로는 제공하지 않고 복사를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자

료도 있다. 예컨대, ‘군산교도소 100년사’나 ‘전주교도소 100년사’, ‘목포교도소

100년사’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지만 지침이나 시달 등의 내용은 대부분 비

공개이고, 공개되어 있는 것은 복사 신청할 수 있다. 연구자는 국가기록원 홈

페이지에 방문하여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검색한 후, 꼼꼼히 살펴보면

서 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청하였고, 이후 복사본을 받았다. 예를 들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교도소’, ‘교도소 교육’, ‘교정교육’, ‘교도소 처우’, ‘수

용자 교육’ 등을 검색하여 ‘교정교육 실시결과 보고’(2005), ‘수용자 정보화교육

규정’(2003), ‘수용자 교육, 교화 운영지침 시달’(2004) 등의 자료를 복사 신청

한 후, 복사본을 받아 연구의 자료로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인 발행 근

현대신문잡지 DB’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한인 발행 근현대신문잡지 DB’는

한국에 유통되었던 667개 종류의 잡지 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자료 복사 서비

10) https://archives.go.kr/next/view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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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통해 필요한 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자는 교도소 수용자용

잡지인 『새길』 중 교정교육이나 수용자 관리 등과 관련된 내용의 글을 복사

신청했다. 예를 들어, 『새길』에서 ‘회개의 의미’(1956), ‘도의교육의 근본태

도’(1957), ‘근로정신의 함양’(1959) 등의 잡지 내용 복사를 신청했다. 그리고

DB에서 ‘교정교육’ 혹은 ‘수용자 변화’ 등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자료를 복사

신청했다. 예를 들어, 『마을문고』라는 잡지에서 ‘교도소에도 책 읽는 소리

가’(1966)라는 글, 『선데이서울』 잡지에서 ‘무기수 작가의 인간 수업 수

기’(1969) 등의 자료를 복사 신청했다. 각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새

교육』에서 ‘도의교육의 당면목표와 그 성격’(1956), 『기능』에서 ‘도시와 농

촌을 잇는 가교 1인1기 운동의 기수’(1977) 등의 자료를 복사 신청했다. 이렇

게 하여 총 65개의 자료를 복사 신청하여 수집하였다.

자료는 경매를 통해 구하기도 했다.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던 중 1960년대

초반 『새길』 잡지를 ‘인터넷 규장각’11)이라는 곳에서 경매로 판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새길』은 아카이브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는 자료도 있지만

1960년대 초반의 자료는 구할 수 없었다. 연구자는 1962년 11월호 『새길』

잡지를 34,000원에 경매하여 구하였다. 1960년대 초반 『새길』 잡지에서는

당시 사회적으로 강조되던 반공 등의 내용과 수용자 규율 등을 볼 수 있었다.

교정교육에 사용되었던 교재 등도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예비조사에서 교정

교육 강사를 만나 면담을 한 적이 있다. 이 때 만났던 연구참여자를 통해 교정

교육의 교재를 구할 수 있었다. 또한, 교정교육을 제공했던 단체에서 주최한

포럼이나 세미나 자료도 수집할 수 있었다. 총 5권의 자료를 받아 분석에 활용

하였다. 주요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다.

11) http://www.e824.com/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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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주요 발행기관

신문기사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신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기독신문 등

대한민국 교정사, 교도소 100년사 등 법무부

연속 간행물(『새길』 , 『교정』 등) 법무부

대통령 담화문 등 국가기록원 등

범죄 통계 자료, 교도소 현황 등 법무부

교정교육 운영 지침 및 운영 계획안 등 법무부

각종 역사 자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등

교정교육 강의 자료 인권 연대 등

교정교육 운영 결과 보고 각 교도소

교정교육 현황 분석, 교정교육 효과 분석,
수용자 처우 등

형사정책연구원, 관련 학회 등

교도관 및 출소자 수필, 자서전 각 출판사

범죄 통계 자료 통계청, 법무부 등

교정시설 문화예술 교육 운영 방안 등 문화관광부 등

학술 논문, 포럼, 세미나 등 각 학회

<표 Ⅲ-1> 주요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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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담 자료

두 번째, 자료는 면담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교정교육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는 시대마다 어떻게 변화하며 운영

되었는지, 교정교육의 기능은 어떠한 맥락과 담론 등의 영향으로 변화했는지

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교정공무원과 교정 처우 담당자, 출소

자를 면담하였다.

면담은 특정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과 이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

는 사람 간의 의사소통 과정이다(유기웅 외, 2012).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의

면담은 일종의 형식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

자와 그 주제와 연관된 연구 참여자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수집한 자료에

는 면담의 녹취파일, 연구노트,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가 지니고 있는 다

양한 자료 등이 포함된다.

연구자는 2017년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예비 조사를 위해 교정공무원과 이

야기를 나누고, 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일부 교정공무원과 교정교육

강사, 출소자와 면담을 하였다. 또한 교도소를 방문하여 교정 교육에 참여관찰

하였다.

번호 면담 대상 면담 날짜 및 시간 면담 내용

1
교정교육
강사 1인

2017년 1월 12일
약 1시간

수용자 인문학 교육의 목적과 내용,
의미, 내용 등

2017년 2월 23일
약 1시간

수용자 생활, 수용자 인문학 교육 과정,
만족도, 수용자 설문조사 결과 등

2
교정 공무원

1인
2017년 2월 21일
약 1시간 30분

수용자의 생활, 교정교육 참여
현황, 과정, 특징, 효과 등

3
교정 공무원
1인,

출소자 3인

2017년 3월 1일
약 2시간

수용자 생활, 교정교육 과정,
교도소의 규율 등

<표 Ⅲ-2> 예비조사 단계에서의 면담 일자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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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자는 본격적인 연구 수행에 앞서 2019년 ‘법무부 교정기관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위한 국민참여단’에 참여하였다. 국민 참여 조직진

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것

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정부 조직·인력 운영과 업

무 처리 절차 등을 재검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12). 2019년 3월부터

4월간 사전워크숍, 1차 현장진단(서울남부구치소, 안양교도소 방문), 2차

현장진단(대전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방문), 집중토론회, 결과보고회 등

에 참여했다.

12) 2019. 2. 11. 뉴시스. 국민이 직접 재범방지 진단한다...법무부, 참여단 모집.

번호 방문 교도소 날짜 및 시간 관찰 내용

1 성동구치소
2017년 4월 6일
약 3시간

인성교육으로 진행되는 인문학교육(인권
교육), 강사의 태도, 수용자의 태도, 강사와
수용자의 상호작용, 교정공무원과 강사,

수용자의 상호작용 등 관찰

2
안양교도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2017년 5월 1일
약 6시간

교도소와 구치소를 방문하여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실, 독방 등 관찰,

분류센터와 심리검사센터, 상담실 등 관찰,
직업교육(기계 배우는 교육, 한식조리반)과

도예품 만드는 모습 관찰

<표 Ⅲ-3> 예비조사 단계에서의 참여관찰 일자와 내용 

번호 활동 제목 일자 및 장소 활동 내용

1 사전워크숍
2019. 3. 12.
안양교도소

국민참여 조직진단에 대한 정보와
사업에 대한 안내 사항 등 안내받음.

2 현장진단
2019. 3. 19.
대전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현장 공무원과 동행하여 직접 현장을
보고 토론함.

3 집중토론회
2019. 3. 21.
정부과천청사

현장진단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에
대해 심층 토론함.

4 결과보고회
2019. 4. 30.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둘러봄.
조직 진단한 과정과 결과를 공유함.

<표 Ⅲ-4> 국민참여단 참여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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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예비조사와 국민참여단 활동을 통해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를 구

체화하였다. 그리고 예비조사와 국민참여단에서 형성된 인맥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면담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교정 공무원 연구 참여자는 대부분 교정

기관에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교정교육이 어떤

배경에서 생겨났고, 어떤 이유로 축소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다만,

현재 교정교육의 기능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일반 교정 공무원을 대

상으로도 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눈덩이 표집선정(snowballing

sampling)을 하여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가 편한 장소인 카페나 교회 등에서 수행했다. 2020년 코

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대면 면담이 어려운 경우는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비대면 면담을 수행했다. 연구참여자 정태영과 박상원은 비대면

면담을 했고, 그 외의 연구참여자와는 대면으로 면담을 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의 내용을 모두 녹취하였고, 녹취를 하는 도중에도 면담의 내

용을 최대한 연구 노트에 기록하였다. 면담은 한 사람당 1∼2회 실시하였고, 2

시간∼4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면담 후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 이

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 이기훈과 이현진 등과 전화로

추가적인 궁금한 점에 대해서 약 20분∼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구

참여자의 주요 특성은 다음 <표 Ⅲ-5>와 같다. 이름은 모두 가명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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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나이 성별 신분 면담 날짜 및 시간

1 김동석 50대 남 교정공무원
2020년 9월 22일
총 4시간

2 박건우 50대 남 교정공무원
2020년 9월 17일
총 4시간

3 김지민 50대 여 교정공무원
2020년 10월 2일
총 4시간

4 최진환 50대 남 교정공무원
2020년 10월 12일

총 4시간

5 이기훈 50대 남 교정공무원
2020년 10월 15일

총 4시간

6 김명진 60대 남
은퇴한

교정공무원
2020년10월 15일
총 4시간

7 윤태현 60대 남
교정처우
관계자

2020년 9월 22일
총 2시간

8 정태영 30대 남 교정공무원
2021년 1월 14일
총 2시간

9
이현진
(민영교)

40대 남 교정공무원
2020년 10월 31일

총 4시간

10
박명훈
(민영교)

60대 남
은퇴한

교정공무원

2020년 10월 25일,
2021년 1월 17일
총 3시간

11
전현수
(민영교)

50대 남 교정공무원
2020년 10월 25일,
2021년 1월 17일
총 3시간

12 박현종 60대 남 출소자
2020년 9월 22일
총 2시간

13 이정훈 40대 남 출소자
2020년 9월 22일
총 2시간

14 박상원 40대 여 출소자
2021년 1월 17일
총 2시간

<표 Ⅲ-5> 연구 참여자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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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은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우선, 교정

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는 교정교육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과 방식, 평가, 이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 면담 내용, 신문 내용 등을

엑셀 파일에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교육과 관련된 문헌 자료인 법무부 자료, 국가 기록원 자료, 각종

논문과 신문 자료 등을 꼼꼼하게 읽으며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엑셀

파일의 첫 번째 축에 적었다. 두 번째 축에는 해당 키워드가 쓰인 전체 문장을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에는 해당 내용을 대표할 만한 코드를 부여

하여 적었다. 예를 들어, 코드는 ‘기초 능력’, ‘의식 고양’, ‘선발 조건’, ‘참여 태

도’, ‘재사회화 방해’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둘째, 면담 자료의 분석은 면담을 수행하면서부터 이루어졌다. 면담을 하며

떠오르는 생각과 중요한 내용을 노트에 적고, 궁금한 점은 면담 도중 물어보

거나 면담이 끝난 후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면담은 모

두 녹음하였으며 녹음한 파일은 모두 전사하였다. 전사한 파일은 몇 차례 읽

으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 혹은 문장을 밑줄로 표시하고, 핵심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메모를 적었다. 전사 후에는 코딩 작업을 하였다.

코딩은 연구 목적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조각들을 분류, 정의, 재정의, 재분류

하는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다(Glense, 2006). 이 때 코딩은 문헌 자료를

정리했던 엑셀 파일과 같이, 첫번째 축에는 키워드를 추출하여 쓰고, 두 번째

축에는 해당 키워드가 쓰인 전체 문장을 적고, 마지막에는 코드를 부여하여

적었다. 예를 들어, 코드는 ‘재범 예방’, ‘심정 변화’, ‘정책 지원’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코딩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추가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내용에 대

해 정리하였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면서 분석과 해석을 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표를 토대로 연구자는 코드를 공통된 주제로 분류하고, 2차

적으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도출된 코드는 범주로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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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는 코드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동일 내용이 다른 코드로 구분되었는지,

코드의 명명은 적합한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교정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분석하였다.

이후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역사적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교도소

운영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나 법, 제도 등에 대한 자료를 연도별로 정

리하였다. 자료는 주로 법무부 자료나 국가 기록원 자료, 각종 논문, 신문 등을

활용하였다. 비교적 최근의 교도소 운영과 수용자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인터

뷰 자료도 일부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엑셀 파일에 1910년부터

2021년까지 구분하여 왼쪽에는 교정의 운영에 영향을 준 사회적 사건을 적었

고, 오른쪽에는 교정교육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사건을 적었다. 평생교육기관

으로서 교도소의 역사적 흐름은 <부록 6>에 첨부하였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분석은 다음

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이 연구는 교정교육이 어떠한 사회적, 정

치적, 문화적 배경 등의 맥락에서 왜 그렇게 변화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하기 때문에 법, 제도, 정책 등의 내용 변화를 추적하며 분석하였다. 이는 교

정교육이 시대에 따라 변화한 과정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정교육과 관련된 담론을 형성하는 주체와 시기, 장소 등에 유념하며

분석하였다. 담론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고(김희정, 2020) 이를 통해 권

력의 관계를 구성해낸다(Olssen, Codd, & O’Neill, 2004). 자료 분석 시, 담론

은 어떠한 맥락에서 구성되었는지, 당대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교도소 수용자

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며 분석하였다.

셋째, 자료에서 말하는 바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담론인지 아니면 개인적 의

견인지 확인하며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신문기사나 학술자료 등은 일부 개인

의 의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연구자는 자료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담론인지

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자료에서도 유사하게 다루고 있는지, 이에 대한 학문

적 입장은 어떠하고 실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점

들이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비교하며 분석하였다.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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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나 교도관 수필집, 자서전 등에서도 언급한 내용이 신문이나 학술 자료에

서는 어떻게 다루어 졌는지 등을 비교하며 분석하였다.

교정교육 기능의 유래와 변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는 위에서 분석

한 문헌자료와 면담 자료를 다시 살펴보며, 교정교육의 변천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자료를 분류하며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정교육의 기능에 대한 유래를 찾기 위해 연구자는 자료를 살펴보며 시대마

다 어떠한 교정교육, 교정 정책 등이 어떠한 맥락에서 생겨났는지를 엑셀에

정리하며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기능이 어떠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

적 맥락과 담론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시대상과 함께

당시 일어났던 주요 사건과 사고 등을 정리하며 분석하였다. 비교적 최근의

시기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연구 참여자의 면담 내용을 다시 읽으며 관련된 구

혹은 문장을 엑셀에 함께 정리하였다. 정리한 내용은 반복적으로 읽으며 자료

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코드를 부여했다. 예를 들어, ‘인력 개발’,

‘소수 수형자 위주’, ‘성폭력 사건 영향’, ‘피해자에게 관심 확대’ 등으로 코드를

부여했다. 이후 코드를 다시 살펴보며 범주를 구분했고, 최종적으로 범주에 이

름을 붙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정교육 기능의 변화는 각각 4개∼6개 과

정을 거쳐 변화했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연구참여자 확인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 확인법은 연구 결과에 대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

구 참여자들의 견해를 물어 연구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방법이다(유기웅 외,

2012).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코멘트를

받을 수 있었다. 3명의 연구 참여자가 연구에 대한 의견을 보내왔다. 이들은

“수용자의 교정교육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제고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

재조명하면서 학문적 외연성의 확대와 정부 부처간의 협업 필요성과 평생교

육 전문가의 참여와 개입의 필요성을 새롭게 디자인 했다는 점에서 총괄적으

로 의의가 있는 논문”이며 “정책적 측면 범위를 벗어나 교정 일선 현장에서의

교육의 범위와 질적 수준을 보다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을 제

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다. “처벌의 장이었던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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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평생학습장으로 접근하고 나니 담장 안에 넓고 환해지는 듯 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의견 중에는 교도소와 수용자에 대한 용어 정리

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이는 추가적으로 작성하였다.



- 78 -

3. 연구의 윤리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IRB)에 심의를 신청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 중 출소자 등 윤리적으로

취약한 대상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IRB를 승인받기까지 오래걸렸다. 2017년 6

월 15일 처음 제출한 이후, 심의 의견에 따라 신규-재심의를 1차-4차 신청했

고 마지막 4차 때 승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심의 기간이 만료되어 IRB를

재신청하여 최종 승인받았다(IRB No. 2009/002-018).

IRB 심의 의견은 대부분 교도소 출소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

인정보 노출과 윤리적 문제 등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출소자를 연구 참여

자로 하는 경우 질문 내용에 따라 이들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

에 이에 대해 주의할 것을 말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자발적 참여 보장

은 중요한데, 특히 출소자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자발

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 모집 공고를 부탁하여 공지하였고, 교정

처우 관련자 등을 통해 소개받을 때는 출소자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여 언급

하였고 연구 도중 원할 경우 면담을 중지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였

다.

한편으로 심의 의견 중에는 연구자의 안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출소자 등 특수한 환경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연구자

의 안전 등이 염려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출소자 면담은 사적인 장소가

아닌 공식적인 장소에서 진행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연구자는 출소자의 면담은 공적인 장소인 교회나 카페 등에서 수행

하거나 인터넷 화상회의도구를 활용하여 수행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모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이들이 권

리를 보호할 것임을 분명하게 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녹음도

동의를 구한 후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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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연구 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를 수행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 중 출소자의 정보 노출이나 윤리적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면담을 할 때 개인 정보에 관련된 질문은 하지 않았다. 또

한, 출소자의 경우 연구 참여 동의서도 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면

으로 받지 않았다. 대신 구두로 참여와 녹음에 대한 사항에 “동의합니다”라는

동의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

해 이름을 가명처리 하였다. 이 연구는 최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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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연구 결과는 연구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첫째, 교정교육의 목

적과 기능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는 시

대마다 어떠한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서 운영되었으며, 수용자

의 관리 방식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교정교육 기능의 유래

와 변천에 대해 분석하였다.

1. 교정교육의 목적과 기능

교정교육의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정교육의 목적을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능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타나는 양상

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능은 목적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목적은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인간의 모든 행위

나 활동에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인 목적이 있다. 기능은 이러한 목적을 수

행하기 위해 나타나는 결과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인간이 성취할 가치가 있는 것에 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나아가

도록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Peters, 1966). 교육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교육을 하는 궁극적인 가치나 이유가 무엇인지 답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권정선, 허경섭,

김회용, 2013).

교육의 목적은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혹은 목적이 교육 활동 안에 있는지

혹은 밖에 있는지에 따라 크게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

다(강다윤, 2012; 이호찬, 2012; 권정선, 허경섭, 김회용, 2013). 교육의 내재적

목적은 교육의 개념이나 활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다(성태제 외, 2020).

교육의 내재적 목적은 교육의 내용과 활동 자체에 가치를 둔다. 교육을 그 자

체로서 가치있다고 여기는 것을 내재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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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내재적 목적은 학습자의 인격을 성장시키거나 사고를 계발하는 것 등을

말한다. 내재적 목적은 교육 자체에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과 주제 등에 가치

를 둔다는 점에서 명시적이고 표면적인 특성이 있다.

교육의 외재적 목적은 교육을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성태제 외, 2020). 외재적 목적은 교육의 가치를 교육 내용이나 활동

밖에 둔다. 예를 들어, 교육의 외재적 목적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것, 국가

발전의 수단 등이다. 외재적 목적은 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나 운영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교육 활동으로 얻어지는 가시적인 결과물에 가치를

둔다(강다윤, 2012). 교육의 외재적 목적은 교육과 사실상 관계되지만 개념상

으로는 별개의 것이다(성태제 외, 2020). 교육의 외재적 목적은 교육 자체가

표면적으로 명시하는 목적과는 다르게 잠재적이고 암묵적인 특징이 있다. 즉,

외재적 목적은 교육이 설계될 때 의도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수단으로서 추구

되는 목적으로서 문서상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잠재적이고 암묵적으로 추구

된다.

말하자면, 교육의 내재적 목적은 교육의 개념과 논리적으로 관련된 목적이

라면 교육의 외재적 목적은 교육의 개념과 사실적으로 관련된 목적이다(성태

제 외, 2020). 교육의 내재적 목적은 명시적이고 표면적인 특징이 있고, 교육의

외재적 목적은 잠재적이고 암묵적인 특징이 있다. 교육의 내재적 목적은 교육

의 내용과 활동에 붙박여 있는 목적이라면 교육의 외재적 목적은 수단과 관련

되어 다른 무엇을 위한 목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능과 목적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능은 목적을 수행하

기 위해 나타나는 결과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시계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리는 목적을 위해 시침과 분침, 초침의 작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모든 목적을 위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수행이 기능이라

고는 할 수 없다(강은아, 2016). 왜냐하면 우연하게 기능하는 것은 특정 목적

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산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전체로

서 산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산은 흙과 나무, 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는 산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모여 구성된 것이 아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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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즉 기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용하지만, 목적을 둘러싼 수행이

나 작용이 모두 기능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정교육의 목적을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고, 이러한 목적이 수행되면서 교정교육의 기능은 어떻게 나타나

는지를 분석하였다.

가. 교정교육의 목적

교정교육의 목적은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정교

육의 내재적 목적은 함양과 개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정교육의 내재적 목

적은 교정교육이 수용자를 “건전한 국민으로서 소질을 함양”시키고 “범죄성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이라는 표면적 목적에서 알 수 있다

(송태호, 1995: 79). 교정 패러다임이 수용관리 위주에서 수용자의 교정교화 중

심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에서도(김영식, 이백철, 2015) 교정교육은 수용자의 특

정 능력을 함양하고 범죄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교정교육의 내재적 목적 중 함양의 목적은 수용자의 능력이나 품성을 기르

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교정교육이 수용자 개인의 소질과 적

성을 계발하고 품성을 갖추도록 하는 목적을 지녔음을 말한다. 지식이나 기술

의 습득을 통해 능력을 기르는 것을 포함하여 도덕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 있

는 품행이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포함될 수 있다.

개선의 목적은 수용자에게 잘못된 것이나 나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고

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선의 목적은 수용자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고치는 것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성찰을 통해 수용자의 사고나 신념체

계가 가진 왜곡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치유하고자 하는 교육이 포함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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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교육의 내재적 목적인 함양의 목적과 개선의 목적은 하나의 교육프로

그램에 중첩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하나의 교육 주제에 두 가지 목적이 동

시에 추구되는 경우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두 가지의 목

적이 추구되는 경우, 보다 중점적인 목적으로 두는 것에 집중하여 각 목적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함양의 목적과 개선의 목적

두 가지가 모두 있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개요 등을 설명할 때는 함양의

목적 부분에서 설명했다. 왜냐하면 집중인성교육은 수용자에게 어떠한 태도나

자세 등을 함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은 함양의 목적과 개선의 목적 두 가

지가 동시에 추구되지만 심리 상담 등은 수용자에게 특정한 부분을 더 나아지

게 개선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보다 강하게 추구된다고 볼 수 있게 때문에 개

선 부분에서 다루었다.

교정교육의 외재적 목적은 자기규율과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에 있다. 교

정교육의 외재적 목적은 교육이 운영되는 방식과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조

건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교정교육의 외재적 목적 중 자기규율의 목적은 수용

자가 스스로 규율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Foucault(1975)

는 규율권력의 사회는 규율에 의해 개인을 통제하는 사회로서 개인은 규율권

력을 내면화한다고 하였다. 교정교육도 교도소라는 작은 사회에서 이루어지

고, 이 안에 무수히 많은 규율 권력이 작동하며 수용자 개인을 통제하고 감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도소는 수용자를 스스로 규율하는 주체가 되게 한다.

자기통제력이 강한 수용자는 교도소화와 부(-)적 관계가 있다는 것과 같이(민

수홍, 2011; 운옥경, 2011), 수용자를 자기규율하게 하는 목적은 교도소의 관리

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목적이다.

교정교육의 외재적 목적 중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의 목적은 교도소가 교

정교육의 현황을 사회에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

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정교육이 범죄자를 교정

교화하라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이 가진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

고자 하는 목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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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교육의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통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구체적으

로 교정교육의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내재적 목적: 함양과 개선

가) 함양의 목적

교정교육에서 함양의 목적은 수용자에게 능력이나 품성 등을 기를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교육에서 함양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함양의 목적은 수용자가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말

한다. 기본소양이란 읽고 쓸 수 있는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 인문학

적 소양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교정교육에서 함양의 목적은 인문학 교육에서

수용자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예술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능

력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심리치료를 통해 수용자에게 타

인과의 소통 능력을 키우도록 하거나 이들이 피해자의 입장을 공감하는 능력

을 지니도록 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수용자의 기본소양을 함양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교정교

육은 집중인성교육의 내용에서 볼 수 있다. 집중인성교육은 2015년부터 전국

교정시설의 모든 신입 수형자에게 실시하고 있다. 집중인성교육은 2021년 현

재 2020년 코로나19 판데믹의 영향으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영상교육으로

대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의 주제는 친사회성, 대인관계, 가족관계, 준법

정신, 자기통제의 크게 5가지이고, 각 과정마다 2개 혹은 3개의 강의로 구분되

어 이루어진다. 이 중 함양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친사회성, 대인관

계, 준법정신 등의 교육은 수용자에게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능력이나 태도 등을 갖추도록 한다. 예컨대, ‘친사회성’을 주제로 한 교

육의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형성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으며,

‘대인관계’를 주제로 한 교육 중 ‘마음 다스림’ 교육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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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준법정신’을 주제로 한 교육에서 ‘헌법가치’ 교육은

수용자에게 시민 정신을 고양하도록 하도록 하고, ‘세계시민교육’은 수용자에

게 세계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기통제’를 주제로 한 교육에서 ‘태도 변화’나 ‘버킷리스트’도 수용자에게 올바

른 태도와 마음을 갖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교정교육은 수용자에게

특정한 자세나 태도 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집중인성교육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주제 강의 명 교육 내용

1

친사회성

긍정심리Ⅰ
행복의 의미와 긍정적인 마음을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2 긍정심리Ⅱ
희노애락의 복합적인 감정을 직면하며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승화하는지 배우는 시간

3 행복소통 행복을 느끼며 나를 알아가는 시간

4
대인관계

음악치유
피아노, 기타 등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여행을

통한 심성 순화

5 마음다스림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마음을
알아보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6
가족관계

힐링아트
감사함에 대해 생각하고, 그 느낌을 포스터로

제작하는 과정

7 세움아트
자신의 명언을 적어넣은 책갈피를 만들고,
따뜻한 가족애와 행복감을 이해함

8

준법정신

헌법가치
정조대왕으로부터 배우는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시민정신 고양

9 양성평등교육
성폭력, 성희롱 등 예방교육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권리

10 세계시민교육
다양한 세계 문화, 평화의 문화, 인권 지속가능
발전 등 세계시민으로서 가져야할 소양

11

자기통제

태도변화
바른 자세와 간단한 신체활동을 배움으로써
성공의 연결고리인 올바른 태도를 배우는 시간

12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해야할 일들의 목럭을 작성해보면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보는 시간

13 인문학 삶의 진리와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
출처: 법무부(2020c): 1-2.

<표 Ⅳ-1> 집중인성교육 영상자료 주제 및 교육 내용



- 86 -

집중인성교육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기 이전 2019년까지는

3가지의 과정으로 나누어져 운영되었다. 수형자의 형기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

였는데, 교육의 내용으로는 긍정심리, 대인관계, 가족관계, 헌법가치, 인문학

등 수용자에게 모종의 능력 혹은 소양 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육

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컨대, 집중인성교육(Ⅱ)은 형기 5년 미만(잔여형기 3

개월 이상)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총 100시간 제공되었다. 교육 내용으로는 수

용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함양하도록 하는 ‘긍정심리’라는 교육이 16시간으로

많은 부분 차지했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이나 마음가짐 등을 함양하

도록 하는 목적인 ‘대인관계 회복’이나 ‘동기부여’, ‘인문학’ 등도 각각 7시간 30

분, 11시간 30분, 8시간 30분 등도 교육의 내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수

용자에게 삶의 태도나 기본 소양 등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정교육은 집중인성

교육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내용은 현재 집중인성교육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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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강사료 시간

긍정심리 유급 16시간

대인관계회복 내부 7시간 30분

가족관계회복
(좋은 부모되기, 자녀와 대화법 포함)

유급 2시간 30분

분노조절(화 다루기) 재능기부 6시간

통합예술치유
미술치유 내부 2시간 30분

미술치유 (색종이접기) 유급 5시간

헌법가치준수교육 4대악 근절교육 내부 3시간

인문학 유급 및 재능기부 8시간 30분

동기부여 유급 및 재능기부 11시간 30분

영상교육 내부 19시간 30분

오리엔테이션 및 폭행사고 등 예방교육
및 가혹행위 신고요령

내부 3시간

신체활동교육 내부 12시간 30분

입교식, 수료식 내부 2시간 30분

총계 100시간

출처: 최영신, 김선희, 박선영(2015): 33.

<표 Ⅳ-2> 집중인성교육(Ⅱ) 시간 배분표

위의 표를 보면, 집중인성교육은 교정시설 외부의 강사가 유급 혹은 재능기

부의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내부의 직원인 교도관도 강사로서 교

정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중인성교육(Ⅱ)의 총 100시간 중 교

정시설 내부의 강사는 총 50시간 30분을 담당한다. 이는 교정교육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문제와 연관된다(최영신, 김선희, 박선영, 2015).

연구참여자 최진환과 박건우도 교정교육의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

적하였다. 연구참여자 최진환은 과거에 “교정교화 전문가”로서 “교회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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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지금은 교회직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종래 교정시설 직원의 직렬은 교

정, 교화, 분류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12년부터 점차 통합하여 교정 직렬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다(김선태, 2016). 그러면서 연구참여자 최진환은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지만 “행정업무에 주로 투입”되기 때문에 교정시설에는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자가 부재하다고 하였다. 매우 소수의 교도

관이 교화라 할 수 있는 도서나 가족접견, 공연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최진환: 교정 교화 업무 전문가라고 해서 교회직이 있었어요...(중략)... 도

서를 뭐 반출해 준다거나 대출해준다거나 또는 뭐 이제 가족접견을 가족

접견도 이제 교화활동이니까 그런 활동을 계획하고 뭐 밖에 외부 연예인

들이 와서 공연을 하면 그거 섭외해 가지고 해준다거나 이런 유형의 활

동으로 국한돼버린 거예요. 

연구참여자 최진환은 직렬별 업무 만족도를 조사하기도 했는데, 교회직이

속한 사회복귀과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수용자들에게

“휘둘리”기 때문에 “권력은 없고”. “다독거려줘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하였다. 반면, 업무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은 분류직이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가석방 점수를 매기는 집단”으로서 “힘이 있는 전문가”여서 수용자 사이에서

도 “분류직 공무원이 가면 대우가 다르다”고 할 정도로 권력있는 직렬이었다

고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과는 통합이 되었고, “교회직도 제복입고 분류

직도 제복”입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최진환: 옛날에는 교정 교육교화과라고 했는데 어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

과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에 교회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 그 직렬이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오더라고요. 휘둘리는거야. 수용자들한테. 권력은 

없고. 뭔가 다독거려줘야하고. 이런것들이 많다 보니까 제일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분류직있잖아요. 그때는 분류직이라고 또 따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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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어요. 분류직 친구들은 가석방 점수를 매기는 집단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전문가라고 그쪽도 전문가고 이쪽도 전문간데 전문가 질이 

달라. 여기는 힘이 있는 전문가였어요...(중략)... 계급사회에서는 계급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자기 역량을 영향력이 생기니까 여기는 뭐 뭐 올

라가도 뭐 맨날 이렇게 행정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계급이 올라갈수록 이

제 보안과 와서 계급장 달고 그러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박건우도 교회직이 사라진 것은 교도관 사이에서 “제복입고 하

는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고 하여 통합을 하였다고 한다. 교정시설에서 교도

관은 교정교화에 관한 업무를 하기보다는 “지시”하는 일을 선호하게 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최진환은 교도소 교도관도 강력한 “계급사회”인데, “보안

중심의 교도소에서 빨리 탈피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우리(교

도관)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수용자)을 다루면서 사람(수용자)에 대한 지식

이 없다”며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교도관과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

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처럼, 교회직 공무원은 2009년부터 채용하지 않

고, 2012년 7월 1일 이후 기존의 교회직류와 분류직류 공무원은 교정직류 공

무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법무부a, 2018).

박건우: 옛날에는 그나마 그런 용도로 이제 우리 직원들을 특채하기도 해

서 어 교회직이라고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했는데 근데 선생자격 가진 

친구들도 있고. 직원들 중에. 근데 일하다보니까 우리처럼 제복입고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거든. 내가 통합을 시켜줬어요. 통합을 시켜줬더니 한

번 맛을 보더니 절대 자기가 원래 자기 전공 쪽으로 안 갈라 그러는 거

야. 우리 우리처럼 이렇게 제복입고 막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고 지시하고 

이게 이게 재밌거든 사실. 군대식으로. 군대놀이처럼 재미난 게 여기 어

딨어. 제일 재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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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기본소양을 길러주고자 하는 함양의 목적은 민영교도소인 소망교

도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정교육에서도 볼 수 있다. 소망교도소는 다양한 과

정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피스메이커 프로그램’과 ‘품

성 개발 프로그램’ 등은 함양의 목적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피스메이커 프

로그램’은 수용자가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갈등 상황에 직면할 때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 건전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연 4일간(20

시간) 진행되며 전문 자원봉사자 10인∼15인이 함께 참여한다(소망교도소 홈

페이지13)). ‘품성 개발 프로그램’은 수용자의 “말(언어), 행동 및 태도 등의 생

활의 변화를 체험하고, 궁극적인 행복의 열쇠를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연1회 주1회 3회기 총 15시간 이루어진다(소망교도소 홈페이지14)). 교육의 과

정은 마인드 학습, 진단과 도전(위기 극복과 진실성 회복), 처방과 품성 세우

기, 인간관계 훈련(칭찬 훈련과 경청 훈련), 개인 적용과 마무리의 순서로 이

루어진다(소망교도소 홈페이지15)). 이와 같은 교정교육은 수용자의 대인관계

능력이나 품성을 개발해 주고자 하는 목적인 함양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함양의 목적은 수용자가 출소 후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자는 교정교육을 통해 출소 후 사회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익힌다. 예컨대, 교도소는 직업훈련을 통해

수용자에게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고, 익힌 기술을 출소 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업훈련에서는 다음 <표 Ⅳ-10>과 같이 건축, 기계, 자동차

수리 등의 14개의 직종과 건축목재시공,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미용, 등

69개의 종목을 중심으로 수용자에게 기술을 가르친다. 그리고 직업훈련에 참

여한 수용자는 특정 종목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관련 자격증을 취

득하거나 기능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업훈련은 수용자에게 출소

후 사회 복귀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 http://somangcorrection.org/?page_id=940
14) 위의 홈페이지.
15) 위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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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직종

직업훈련 종목 비고

건축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설비, 건축목공,
건축도장, 도배, 조적, 미장, 타일, 전산응용건축제도,

목재가공(인테리어), 플라스틱창호, 산업설비, 배관, 방수,
가구디자인, 온수온돌, 거푸집, 조겅

19

기계
공조냉동기계,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가공, 농기계정비, 열시스템

7

자동차 수리
등

자동차정비, 자동차한금, 자동차판금도장, 자동차도장,
자동차경정비, 자동차코디네이터, 지게차운전

7

미용 일반미용, 이용, 피부미용 3

조리 한식, 양식, 중식조리, 출장요리 4

농림 화훼장식, 버섯종균, 원예, 시설원예, 약용식물 5

용접 일반용접, 특수용접 2

의류 양복, 봉제, 패션디자인, 리폼관리 4

전기 (LED응용)전기, 전기공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3

정보기술 정보자격, 정보기기운용, 정보통신기술, 전자출판 4

제과제빵 제과제빵, 창업베이커리 2

공예 귀금속공예, 도자기공예, 한지공예 3

안전관리 가스 1

서비스 광고디자인, 점역교정, 컴퓨터정비, 커피바리스타, 세탁 5
출처: 2017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법무부, 2017): 이창한 외(2017): 9 재
인용.

<표 Ⅳ-3> 직업훈련 직종 및 종목 분류 

수용자 직업훈련의 수료인원과 기능자격 취득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

세이다. 직업훈련의 수료인원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원 386 374 523 472 497 500 640 552 633 532

출처: 법무부(2020a): 588.

<표 Ⅳ-4> 직업훈련 수료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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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수용자 중 기능이 우수한 자로 선발된 자는 국제기능올림픽 한국

위원회(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가 주관하는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기능경기대회는 전국기능대회와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있으며, 2019년에는 전

국기능경기대회에 36명이 참백가하여 23명이 입상하였고, 지방기능경기대회

는 114명이 참가하여 76명이 입상하였다.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수와 입상인원

은 다음과 같다.

교정교육이 수용자에게 출소 후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

도록 하는 함양의 목적은 민영 소망교도소의 ‘공감 인성’ 교육에서도 볼 수 있

다. 이는 컴퓨터로 활용한 인성 교육이다. 공감 인성 교육은 수용자가 자신과

타인 간 관계 속에서의 감성을 알아가고, 이러한 감성에 필요한 생각과 태도,

행동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교육이다(소망교도소, 2021). 연구참여

자 이현진은 교정교육 중 컴퓨터 ‘워드’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2012년 이

후 “워드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수용자들이 많다보니” 없어졌다고 한다. 그

는 교정교육이 없어지자 컴퓨터는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어떻게

(컴퓨터를) 쓸까” 고민을 하다가 “컴퓨터 인성” 교정교육을 기획하게 되었다

고 하였다. ‘컴퓨터 인성’ 교육의 목적은 70%는 수용자의 인성을 함양하도록

구분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인원

입상인원 참가
인원

입상인원

계 금 은 동 우수 장려 계 금 은 동 우수 장려

2015 30 10 2 3 3 2 - 146 77 24 22 18 13 -

2016 28 12 2 5 2 3 - 11 64 20 16 15 13 -

2017 23 14 2 1 5 1 5 93 63 17 21 12 13 -

2018 34 22 - 4 - 4 14 120 76 25 21 18 12 -

2019 36 23 6 6 2 3 6 114 76 24 19 17 16 -

출처: 법무부(2020b): 148.

<표 Ⅳ-5> 기능경기대회 입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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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고, 나머지 30%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워드 혹은 프레젠테이

션, 포토샵 등의 기술을 함양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현진: 처음에는 컴퓨터 워드 프로세스 과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워드 교육이 2012년에 일제히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한

다고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지간한 워드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

는 수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문제는 컴퓨터는 그대로 있는 거

예요. 컴퓨터는 그대로 있고. 이 과정은 없고. 어떻게 쓸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미국 교도소 방문을 하면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는 

컴퓨터 인성으로 하자 했어요. 이것이 뭐냐하면 교육을 100으로 봤을 때 

70 정도는 일반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하면, 30은 뭐냐면 포트폴리

오로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워드, 프레젠테이션, 포토샵 기초를 가르쳐

요. 마지막 수업 끝날 때 자신이 배웠던 것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피피티로 제작해서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함양의 목적은 고등교육을 포함한 학과교육에서도 볼 수 있다. 학과교육은

수용자에게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신용해, 2012). 교도소에서는 학과교육을 통해 수용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검정

고시 등을 지원하여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수용자가 학과교육을 통해 학교 정규 교육에서 제시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수용자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학과교육이 중요하다며 확

대될 필요성을 말하였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박건우는 수용자가 고등교육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고, 출소 후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

였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형 교도소”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 확보될 필요를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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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우: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을 못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재

소자들을 위해서 이게 이게 그 뭐라 그럴까. 학교형 교도소라 그래야하

나. 아예 별도 시설이 된 곳에 검정고시 공부하는 재소자를 모아다가 고

졸. 뭐 대입 검정고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고.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자들한테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많이 확보해야되고.

연구참여자 정태영은 수용자에게 학과교육을 제공하여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교정교육이 보다 효과적으

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도 하였다. 수용자가 학과교육

을 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의지와 태도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방끈”이 짧은 수용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초,

중, 고등교육의 “기본 교육”을 받는다면 인성 교육 등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수용자의 출소 후 안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 학

과교육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였다.

정태영: 밖에서 나가서 뭘하고 지낼지 구체적인 계획을 좀 비전을 제시하

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수용자들이 사실은 

좀 가방끈이 많이 짧거든요. 안 그러신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방

끈이 짧아서.. 인성교육 같은 것은 효과가 있으신 분이 약간 쫌 교육적인 

이제 그 수준 기본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 

중, 고등교육을 잘 못받은 사람들은 그런 교육부터 시작하는게 또 맞는 

부분도 있는거 같아요.

이와 같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수용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

한 태도와 자세 등을 갖추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셋째, 함양의 목적

은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태도와 자세를 겸비하도록 한다는 것도 알 수 있

다. 예를 들어, 집중인성교육에서는 문학, 역사, 철학 등을 내용으로 수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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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신과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삶에 대

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문학 교육에서는 <표 Ⅳ-11>과 같

이 철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알도록 하며, 글쓰기를 통해 자신감과 삶의 가

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학을 통해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의지를 갖도록 하고, 역사를 통해서는 자아 주체성과 자아 존중감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예술을 통해서는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술에 대한 관점은 기본 소양과도 연관되지만, 이러한 기

본 소양은 관점과 가치관 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함양하는 것과도 연관된다. 즉, 교정교육은 수용자가 삶의 가치를 느끼

고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의지와 자신감 등의 태도 및 자세를 함양하는 데

에 목적이 있다.

과목 내용

철학
· 개개인의 삶이란 지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교
육과정이다.

글쓰기

· 주체적 참여를 유도하여 자신감 및 삶의 가치를 체득하고 자활의지
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위해 읽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안에 대한 반성적 사
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다.

문학
· 문학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체화하여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는 교육과정이다.

역사

· 올바른 역사의식을 형성하고 현재의 사회적 역사적인 위치를 터득
하게 한다.
· 이를 통해 자아 주체성 및 자아 존중감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는 교
육과정이다.

예술
·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우고,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
양하면서 사물을 관찰하는 태도를 익히는 교육과정. 연극, 판소리, 악
기연주, 만화그리기 등

출처: 김영진(2010): 27. 

<표 Ⅳ-6> 인문학 교육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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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교육이 수용자가 출소 후 살아가는 데 중요한 태도와 자세를 겸비하도

록 하는 것은 출소예정자 교정교육 내용에서도 볼 수 있다. 법무부 보도자료

에 따르면(법무부, 2019. 4. 22.), 법무부는 출소예정자에게 부채 및 신용관리,

서민금융지원 제도 이용방법 등 금융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금융 지식을 습

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한다. 2021년에도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 안내 및 긴급복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

다16).

은퇴한 교도관인 연구참여자 김명진은 은퇴 후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강

의를 하고 있다. 그는 출소예정자에게 출소 후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는 강의에서 타인과의 만남 중 금방 시들해지는 “꽃같

은 만남”과 “걸려들면 답이 없는” “거미같은 만남”은 피하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 그리고 “눈물 닦아주고 격려”해주는 “손수건 같은 만남”을 가지라고 말

해준다고 한다. 출소예정자가 출소 후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좋은 태도나 자

세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한 것이다.

김명진: 만남은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만남은 뭐냐, 꽃 같은 만남. 꽃은.. 

필 때 참 좋아요. 내가 돈 잘 벌 때는 술도 막 먹고, 꽃이 지고 나면 싹 

사라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만남을 꽃 같은 만남이라고 해요. 거미줄은 

어떻습니까. 줄을 탁 치우고 거기 진짜 걸려들면 답 없다고. 거미 같은 만

남. 걸려들면 100% 망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손수건 같은 만남. 이 의

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할 때, 옆에서 수건을 주

면서 눈물 닦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만남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줘요.

연구참여자 박상원은 출소자이다. 그는 출소 이전 교도소에서 교정교육을

받으며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교도소에 감금이 되자 “의

기소침”해지고 “사회성” 등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심리상태”를 알아볼 수 있어서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교정교육 중

16) 뉴제주일보. 2021. 3. 25. 제주시,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대상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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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상담이나 치료 등의 내용이 재사회화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한다. 교

정교육이 수용자의 사회성을 함양시켜주는 목적이 있었고, 이러한 교육에 참

여한 수용자는 사회성 등을 함양하여 이전과는 달리 교정교화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박상원: 저에 대해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제가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의기소침해지고. 아무래도 사회성이나 이런

것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또 제가 발전이 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다양

한 심리상태 등을 알아보고. 어 그거를 좀 변화될 수 있게끔 했던 그런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정리하면, 교정교육에서 함양의 목적은 기본 소양을 습득하는 것과 출소 후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태도 및 자세

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함양의 목적은 수용자가 출소 후 안정적

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개선의 목적

교정교육에서 개선의 목적은 수용자의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문제를 고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선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수

용자의 부적응적인 행동을 올바르게 고치는 것을 말한다. 부적응적인 행동이

란 수용자가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심리치료는 수용자의 내면에 담긴 왜곡된 인식 등을 이끌어

내 고치고자 하는 개선의 목적을 분명하게 지니고 있다(윤정숙, 김민영, 이태

헌, 2020). 이는 심리치료의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심리치료의 내

용은 인지행동치료, 예술치료, 자기수용, 타인이해, 감정이해 등을 내용으로 한

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 심리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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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회기(수) 내용

1 동기강화 4∼12 프로그램 참여 동기고취

2 자아존중감 4 자아존중감 이해 및 향상

3 자기이해 3∼7 인생 그래프 및 자서전

4 감정이해 4 감정이해 및 생각바꾸기

5 대인관계 3∼6 친밀한 대인관계 유지 및 문제해결

6 성(性)의식 4∼6 건강한 성, 성인지 왜곡 수정

7 사건이해 4∼6 사건유발요인 이해 및 대처

8 피해자 공감 2∼5 공감 및 피해자 공감

9 자기관리 2∼8 스트레스 및 중독관리

10 좋은 삶 3∼4 미래계획하기

출처: 윤정숙, 김민영, 김태헌(2020): 21.

<표 Ⅳ-7>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내용 

위와 같이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왜곡된

성인지를 고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성범죄자를 사회환경과 부조화된

성격을 가진 자로 이해하고, 교정교육은 성범죄자의 이러한 성격을 없애고 고

치고자 하는 개선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잘못된 인지나 태도 등을 개선해주고자 하는 심리

치료는 2016년 9월 교정본부에 심리치료과가 신설되면서 확대되었다. 이후 심

리치료 프로그램의 대상자와 교육 시간 등이 점차 증가했고, 별도의 교육실도

마련되었다. 예컨대, 안양교도소의 경우 심리치료 교육실은 크기별로 95㎡(大

교육실), 53㎡(小 교육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상담실(9㎡)도 마련되어 있다

(법무부, 2020d). 2020년 법무부는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육과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법무

부, 2020d). 정신질환 수용자를 대상으로 심화 과정을 증설하고, 알코올 사범

을 대상으로 집중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안양교도소는 마약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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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프로그램, 의정부교도소와 천안교도소, 진주교도소, 안양교도소는 도벽

사범의 집중 과정과 심화 과정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교정교육에서 개선의 목적은 집중인성교육에서도 추구된다. 예를 들어, 집

중인성교육은 수용자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분노조절’이라는 주제로 교

육을 제공하고 있다. ‘대인관계’를 주제로 한 집중인성교육에서는 ‘음악치유’를

내용으로 수용자의 심성을 순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법무부, 2020c).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서도 개선의 목적으로 다양한 교정교육을 제공

하고 있다. 예컨대, ‘내적치유 프로그램’은 수용자가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영

적 문제와 누적된 심리적 쓴 뿌리 제거를 위한 목적”으로 연 2회 회당 4일간

총 20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진다17). 교육의 방법은 이론 특강과 더불어 소그룹

으로 나누어 집단 상담이 시행되고, 소감 발표와 다짐의 과정으로 마무리된다.

이 과정에는 전문 자원봉사자가 6명∼8명이 참여한다. 또한, 소망교도소에서

는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RESTART 클리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통제

력 강화(Reinforce Self-control), 치료와 사후관리(Therapy & Aftercare), 사

회복귀(Rehabilitation), 전인적 변화(Transformation) 등을 목적으로 한다(이

장영, 2014). 이와 같이 소망교도소는 수용자의 부적응적인 행동 등을 개선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정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개선의 목적은 수용자가 자신이 한 행동을 반성하여 타인에 대한 올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교정교육은 수용자가 반성하여

자신의 행동과 삶에 대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사건 이해나 피해자 공

감, 연극치유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중인성교육 중 심리극

을 통해서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도록 ‘연극치유’를 하고 있다(최영신, 김선

희, 박선영, 2015). 또한, 심리치료에서는 ‘피해자 공감’, ‘사건 이해’ 등을 주제

로 하고 있다(윤정숙, 김민영, 김태헌, 2020).

연구참여자들은 수용자가 타인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피해자를 이해하고 피해자 가족을 공감할 수 있게

17) http://somangcorrection.org/?page_id=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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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정태영은 수용자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교정교화의 시작이

라고 하였다.

정태영: 사람 간의 약간 그런 좀 피해를 주면 안된다. 그런거에 대해서 일

단은 좀 교육하는 게 예를 들어서 좀 뭐 피해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제 본인들에게 가족이 소중

하듯이 좀 그들도 가족이 소중하다. 그들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런 것을 계속 인지시켜 주는게 교정교화에 있어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이현진은 수용자가 타인에 대해 이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성폭력 사

범의 교육 중에 다육식물 등을 기르기도 하는데, 이것을 일부러 망가뜨린다고

한다. “인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망가뜨렸다는 것을 꼭 티를 내”면 그것을

키우던 수용자는 분노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이 피해를 입힌 사람

들도 누군가에 의해 평생 애지중지 키웠던 것이 어느순간 죽어서 시체로 돌아

오고 어느 순간 강간 당해서 돌아오면 이 가족들이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면

서 자신이 했던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고 한다.

이현진: 식물 같은 것들을 일부러 망가뜨려놔요. 제가 망가뜨릴 때는 반

드시 인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망가뜨렸다는걸 꼭 티를 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주에 보잖아요. 당연히 화를 내죠. 아 왜 화를 내라고 그런거

니까. 누가 이랬어. 이거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노리는 거

예요.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깨닫는게 있어요. 대부분 60% 강력범죄자

들이 그들이 피해를 입힌 사람들도 누군가에 의해 평생 애지중지 키웠던 

것이 어느순간 죽어서 시체로 돌아오고 어느 순간 강간당해서 돌아오면. 

이 가족들이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기껏 요정도 생명력이 강하다 싶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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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박살 나있어 하면. 내가 열받는거 보면 그때서야 자기가 했던 실수가 

그렇구나 하는거죠.

셋째, 개선의 목적은 수용자의 왜곡된 인지를 올바르게 고치는 것을 말한다.

왜곡된 인지란 수용자에게 잘못 형성되어 있는 이해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정교육은 인지행동치료나 인지 수정 등을 주제로 교육을 제공하

고 있다. 예컨대, 심리치료는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성인지 왜곡 수정’을 주

제로 이들의 내면에 담긴 왜곡된 인식을 이끌어 낸 후, 올바르게 고치고자 하

고 있다(윤정숙, 김민영, 이태헌, 2020).

정리하면, 교정교육에서 개선의 목적은 수용자의 부적응적 행동을 고치고,

반성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왜곡된 인지를 올바르게 고치는 것을 포함한다.

즉, 개선의 목적은 수용자가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행동과

태도 등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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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재적 목적: 자기규율과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

가) 자기규율의 목적

교정교육에서 자기규율의 목적은 수용자가 스스로 규율을 내면화하도록 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기규율의 목적은 교정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분류하는 방식과 그 조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자기규율의 목적은

일부 교정교육이 소수의 모범적인 자를 위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볼 수 있

다. 예컨대, 고등교육은 매우 소수의 모범적인 수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표

Ⅳ-12>와 같이 교도소 전체 수형자는 3만 5천명 정도인 것에 반하여 2019년

기준 방송통신대학 과정에는 92명, 전문대학 위탁교육에는 48명,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과정인 학사고시반에는 348명이 참여했다.

구분 전체 수형자
고등교육 참여자

(전체 수형자 대비 비율)
방송통신
대학과정

전문대학
위탁교육

학사
고시반

2010 31,981 262(0.82%) 41 48 173

2011 31,198 280(0.90%) 36 51 193

2012 31,434 274(0.87%) 38 53 183

2013 32,137 276(0.86%) 54 41 181

2014 33,444 297(0.89%) 78 44 175

2015 35,098) 242(0.69%) 28 75 139

2016 36,479 336(0.92%) 22 90 224

2017 36,167 443(1.22%) 21 88 334

2018 35,271 461(1.31%) 22 94 345

2019 34,697 457(1.32%) 17 92 348

출처: 법무부(2020b): 137과 법무연수원(2021): 595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표 Ⅳ-8> 전체 수형자 대비 고등교육 참여자 수 비율 



- 103 -

수용자가 고등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와 관한 시행규칙」(법무부령 제 976호, 시행

2020. 8. 5.) 제 103조(교육대상자 선발 등)에는 “소장은 각 교육과정의 선정

요건과 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교육계획과 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거

나 추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즉, 수용자는 교정성적과 정신자세, 성

실성 등의 점수가 좋아야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가장 낮은 처우등급인

중경비처우급(S4)은 고등교육을 제공받을 기회가 없다. 교도소 고등교육에의

참여는 모범 수용자이어야 가능하다. 즉, 고등교육은 수용자로 하여금 교도소

내부의 규율을 잘 준수하는 자기규율 주체가 되도록 하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둘째, 자기규율의 목적은 교정교육이 수용자의 심리적, 정신적 등의 상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시간과 등급 등을 결정하여 운영된다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심리치료는 재범위험성이라는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분류한다. ‘재범위험성’ 평가는 1차로 ‘정적 평가

(STATIC-99R, HAGSOR-S)’가 이루어지고 이후 2차로 ‘역동적 평가

(HAGSOR-전체)’가 이루어진다(윤정숙, 김민영, 이태헌, 2020). ‘정적 평가’는

나이, 성범죄기록, 일반범죄기록, 피해자 특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동적

평가’는 성일탈적 생활양식, 성적 강박성, 범죄적 성격, 인지왜곡, 감정통제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는 점수를 합하여 다음

<표 Ⅳ-9>와 같이 최종 판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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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요인
점수

역동적요인
점수

위험범주 범주점수
각 범주
점수 합

최종판정

0-2 0-3 낮음 1 2 낮음

3-4 4-7 다소 낮음 2 3-4 다소 낮음

5-6 8-13 주간 3 5-6 중간

7-8 14-18 높음 4 7-8 높음

9-20 19-39 매우 높음 5 9-10 매우 높음

출처: 법무부(2011b): 11.

<표 Ⅳ-9> 성폭력 사범 재범 위험성 평가지 

심리치료 대상자는 이와 같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이수 시간

이 결정된다. <표 Ⅳ-10>과 같이, 성폭력 사범의 경우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저’를 판정받은 자는 ‘기본과정’에 속하여 2개월 동안 100시간 이상의 심리치

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중’을 판정받은 자는 200

시간 이상, ‘고’를 판정받은 자는 300시간 이상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야 한다.

구분 기본과정 집중과정 심화과정

기준

재범위험성 저 중 고

이수명령시
간

100시간 이하 200시간 이하 200시간 초과

교육시간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교육기관 전 교정기관 집중기관 심리치료센터

교육인원 5∼20인 5∼20인 10∼12인

교육진행
교도관 및
외부단체

교도관(임상·상담심
리관련 학위소지자
및 유자격자)

교도관
(임상·상담심리
전문가)

출처: 윤정숙, 김민영, 김태헌(2020): 19.

<표 Ⅳ-10> 교정시설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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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범 외에 각 심리치료의 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면 다음 <표

Ⅳ-11>과 같다. 재범 위험성 지표는 성폭력 사범 외에도 마약류 사범에게도

적용되고, 알코올 사범은 별도로 알코올 검사를 시행하여 교육 대상자를 선정

하고 있다.

구분 과정구분 대상자 선정기준 기간(회기 등)

성폭력
사범

집중과정
이수명령시간 100시간 초과
재범위험성 평가(REPI) ‘중’

3개월(200시간 이상)
연 2회 이상

기본과정
이수명령시간 100시간 이하
재범위험성 평가(REPI) ‘저’

2개월(100시간 이상)
연 3회 이상

유지과정
심화과정 수료자 중 잔여 형기

1년 이내
1개월(20시간)
연 1회 이상

알코올
관련
사범

집중과정

알코올검사
(AUDIT-K 10점 이상 20점
미만/CoPAT 13점 이상 23점

미만)

1개월(10회기 이상)
반기 1회 이상

기본과정
알코올검사

(AUDIT-K 10점 미만/CoPAT
13점 미만)

1개월(6회기 이상)
반기 1회 이상

마약류
사범

집중과정
범수 4범 이상/

재범위험성(REPI) 4∼5등급
2개월(20회기 이상)
반기 1회 이상

기본과정
범수 4범 미만/

단, 범수 4범 이상 가능(재활의지
여부로 기관 자체 판단)

1개월(8회기 이상)
반기 1회 이상

단기교육
과정

마약류사범(투약, 판매, 제조 등) 월1회(2시간)

도박
사범

전문과정
도박(도박장 개설 및 방조 제외)

죄명
5회기
수시

규율
위반자

심화과정
1년 내 3회 이상 징벌을 받은자,
분류심사 결과 치료 필요자 등

2개월(50시간 이상)
분기 1회 이상

기본과정
조사, 징벌 등 처분을 받은 자 중
심리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1개월(8회기 이상)
수시

도벽
사범

집중과정
절도 죄명, K-SAS 점수 21점
이상, 단, 재활의지가 높은 자

선정 가능

1개월(10회 50시간)
연 5회

출처: 법무부(2019b): 12. 

<표 Ⅳ-11> 교정시설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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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인성교육에서도 2019년까지 심화과정은 “형기 5년 이상 수형자 중

REPI(Co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ex) 3등급 이하 수형자, 또는 분

류심사결과에 따라 심화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가 해당되었다

(법무부, 2018b: 8). 2018년 9월 30일 기준 REPI 3-5등급 수형자는 21,760명이

었다(법무부, 2018b: 4). 집중인성교육의 대상자 선정과 분류는 2020년에 심화

과정이 폐지되면서 사라졌지만 2019년까지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매우 중

요한 도구였다.

재범 위험성 지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의 결과에 따라 수용자의

위험관리 수준(RM)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조(정

의)에 의하면 위험관리수준이란 “범죄의 위험성 및 재범가능성에 따라 교정시

설 안에서의 관리수준과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개입 및 원조수

준”을 말한다. 이러한 위험관리 수준을 결정하는 지표인 REPI는 수용자를 자

기규율 수용자가 되게 하는 목적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험관리

수준에 따라 수용자는 처우가 달라지고, 교육 시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Foucault(1975)가 말한 것처럼 평가와 시험은 권력을 비가시화하지만 동시에

그 권력은 스스로 생산되게 하는 모습이다. 즉, 평가를 기반한 세밀한 분류는

수용자로 하여금 규율 권력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존재

가 되게 하고 있다. 위험관리수준의 평가는 <표 Ⅳ-12>와 같이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항목 내용

1 성장 배경, 범죄 환경 등에 대한 사항

2 범죄경력 등 범죄관련 사항

3 심리적 위험요인에 대한 사항

4 수형자 개별처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안전 및 재범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출처: 「분류센터 운영지침」 제6조(위험관리수준 평가).

<표 Ⅳ-12> 위험관리수준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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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핵심적으로는 지능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활용된다. 이 중 대표적 지표로 활용되는 것은

REPI(Co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ex)인 교정 재범 예측 지표 혹은

재범 위험성 지표이고, 이것은 교정교육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분류하는 데에

도 중요하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관리 등급과 경비처우급을 결정하는 데 중요

하게 활용된다. 이에 따라 수용자는 평가를 잘 받고 등급을 좋게 받기 위해 자

기규율 주체가 될 것이다. 여기서 교정교육은 외재적인 목적인 자기규율의 목

적을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교정교육이 자기규율의 목적이 있는 것은 심리치료에서 규율위반자도 교육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규율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심

리치료 프로그램은 기본 과정과 심화과정의 두 과정으로 구분된다. 기본과정

은 조사, 징벌 등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심리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수시로 한달 동안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고, 심화 과정은 1년 동안 3회 이상 징

벌을 받은 자와 분류심사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들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50시간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심리치료는 수용자를

자기규율 주체가 되도록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교육 인원은 두 과정 모두 각각 10명 내외로 이루어진다. 규율위반

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수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교정교육은 이러한 평가 도구를 통해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 시간을 결정

한다. 이는 수용자를 자기규율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재범위험성 평가를 예로

보면, 역동적 평가의 경우 수용자가 어느정도 통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구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원 452 89 85 57 40 37 46 50 48

출처: 법무부(2020a): 588.

<표 Ⅳ-13> 규율위반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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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일탈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감정을 통제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다

면 재범위험성 평가를 좋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정교육 대상자를 진단하여 분류하는 평가를 수용자가 어느정도 통제 가

능하다는 것은 연구참여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이현진은 수

용자 중 분류심사 때 평가를 조작하여 작업에서 제외되었던 자가 있었다고 하

였다. 그 수용자는 분류심사에서 아이큐(IQ)가 60으로 나와서 작업을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수용자가 와서 자신은 사실 아이큐(IQ)가 60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일을 안하려고” 평가를 조작하였는데, 작업

에서 제외되니 “점수”가 쌓이지 않아 가석방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수용자가 의도적으로 교육 대상자를 선발, 분류하는

평가를 왜곡되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현진: 어떤 사람 아이큐 60인데 그 분류실에 직원이 내가 이 친구 아무

래봐도 내가 볼땐 60이 아니거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큐 60으로 나

왔다 그러면은 정상범위를 벗어난 그런거잖아요. 그런 경우 작업을 안시

키거든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서 그런거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얘가 나중

에 저 사실은 60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왜 얘기를 안했냐 했

더니 일을 안하려고 할때까지는 좋았는데 보통 교도소는 일하면서 점수

를 쌓거든요. 행위 성적 이런게 있어요. 그게 쌓여야 가석방에도 혜택이 

있고 그래요. 나중에서야 안거예요.

셋째, 교정교육의 자기규율 목적은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의 내용에서도 나타난다. 수용자는 교정시설에 입소한 후, 수용 시설과 수용

생활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통해 안내받는다. 이는 수용자를 자기규율하는

자가 되게 한다. 예컨대,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메이킹 소망인(MSI, Making Somang In)’과 ‘기초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메이킹 소망인(MSI, Making Somang In)’ 교육은 출소 전까지 수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에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수용



- 109 -

생활에 필요한 설계 등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소

망교도소, 2021). ‘기초인성’ 교육은 수용자가 서로에 대해 잘 알도록 특강, 소

그룹 활동 등을 통해 안정된 수용생활을 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소망

교도소, 2021). 이러한 교정교육은 수용자로 하여금 수용 생활을 아무 문제 없

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규율을 내면화할 것을 목적으로 내포하고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정리하면, 교정교육에서 자기규율의 목적은 수용자를 스스로 규율하는 주체

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교도소 내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이지만 수용자가 출소 후 사회에서도 안정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는 국민에게 교정교육이 이루어지는 현황 등을 제

시하여 범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이는 교정교육을 사회에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국민이 가진 교정에

대한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의 목적은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교정교육은 국민의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언론을 통하여 사회에 교정

교육의 현황을 알린다. 예를 들어, 신문기사에서는(한경일보. 2015. 7. 9.) 교도

소에서 집중인성교육은 인문학, 분노조절 등의 내용으로 300시간 제공하고 있

다며 재복역률이 11.6%에서 1.7%로 감소했음을 보도하였다.

교도소에서는 언론을 통해 교정교육의 현황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학습총

량관리제를 활용하기도 한다. 학습총량관리제는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경

비등급 및 형기에 따라 교정교화 학습시간을 정하고 전 수형기간에 걸쳐 이

수”하는 학습을 관리하고자 고안된 제도다(법무부, 2013a: 19). 학습총량관리

제를 실시한 형식적 목적은 수용자의 학습이력을 관리하기 위함이지만 국민

에게 교도소에서는 교정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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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을 것이다. 이는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연구참

여자 박건우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후 이들에게 얼마나

교육을 제공했는지 조사하는 기자들이 있다고 한다. 이에 그는 학습총량관리

제에 수용자의 교육 이수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

답을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즉, 학습총량관리제는 교정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을 언론을 통해 사회에 보여줌으로써 국민이 가진 재범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을 해소키시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둘째, 교정교육은 국민의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용자가 교정교육

을 통해 어떻게 교정교화 되었는지보다는 교육 이수 시간과 교육 내용을 강조

한다. 언론을 통해 사회에 교정교육의 양을 강조하는 것이다. 교정교육에 관련

된 대부분의 신문기사에서는 교정교육의 이수 시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

다. 예를 들어, 2012년에 성범죄 사범의 기본교육 시간을 증가시켰다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으며, TV의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예를 들어, 한

방송의 뉴스에서는 “성범죄자 기본교육 100시간으로 늘린다”는 제목으로 “성

범죄자가 이수해야 하는 치료 프로그램 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2.5배 늘렸다”는 내용을 다루었다18). 천정환 동서대학교 교수는 집중인성교육

이 ‘보여주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연 수형자들에게 효과가 있을지 의

문”이라고 하기도 하였다19).

교정교육을 포함하여 교정 정책이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

어진다는 비판은 일부 학자들이 제기한 바 있다. 교정 정책은 국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엄격한 관리와 규율의 원칙에 근

거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연구들에서는 교정 정책이 이를 강

조한다면 전시행정용에 그쳐 정작 수용자의 교정교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라고 하였다(Lewis, 2005; Yates, & Lakes, 2010). 예컨대, Lewis(2005)

는 수용자의 사회복귀와 재사회화를 위한 정책이 수용자 권리에 기반하여 이

루지지 않는다면 처벌적인 관리적 시스템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즉, 전시행정

18) 2012. 12. 4. SBS 뉴스. 성범죄자 기본교육 100시간으로 늘린다.
19) 2020. 12. 11. 쿠키뉴스. “부동산 강의가 인성교육?” 교도소서 ‘새사람’ 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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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하였다. Yates와 Lakes(2010)는 교정교육 등의 교정

정책이 규율적 측면에 합법성을 제공한다며 전시행정용으로 이루어지는 태세

에 대해 비판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교정교육이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은 신문기

사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신문기자와 인터뷰한 목사는 교정교육을 포함한 교

정처우가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JTBC뉴스. 2019. 1.

18.). 교정교육이 전시행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정리하면, 교정교육이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의 목적이 있는 것은 국민에

게 교정교육의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이 범죄와 교정에 대한 불안과 갈등

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교정교육의 기능

연구 결과, 교정교육은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수행되면서 결과적으

로 4가지의 기능이 나타났다. 4가지의 기능은 <표 Ⅳ-14>와 같이 노동력 준

비 기능과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 형식적 참여자로서의 변화 기능, 선택적 사

회화 기능이다.

구분
내재적 목적

함양 개선

외재적
목적

자기규율 노동력 준비 기능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

선택적 재사회화 기능

<표 Ⅳ-14> 교정교육의 기능 

교정교육에서 노동력 준비 기능은 교정교육의 함양의 목적과 자기규율의

목적이 수행되면서 나타났다. 노동력 준비 기능은 수용자가 노동에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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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준비시키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수용자에게 경제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여 교도소 안과 밖에서 노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개선의 내재적 목적과 자기규율의 외재적 목적이

결합되어 나타난 기능이다. 절제는 인간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성이

감시하는 것이다(조주현, 2013). 플라톤은 선미한 인간(Kalikagathia)을 양성하

는 데 필요한 기본 도덕으로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말했다(여인성, 2003).

이 중 절제는 도덕과 교육에서 주된 덕목으로 삼고 있는 가치이기도 하다(조

주현, 2013). 즉,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사회적으로 합의된 도덕적

인 규율을 지키도록 조절해서 제한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함양이라는 내재적 목적과 국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라는 외재적 목적이 결합되어 나타난 기능이다. 형식적 참여

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직업 생활이나 교육 활동 등에 형식적으로 참여

하는 자로서 변화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형식적 참여는 수

용자가 작업이나 교정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형태라고 할 수 있

다. 즉, 형식적 참여는 수용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하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이나 작업 등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적 재사회화 기능은 교정교육에서 개선의 내재적 목적과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의 외재적 목적이 결합되어 나타난 기능이다. 재사회화는 수용자

의 결함을 발견하여 일탈된 행동을 바로잡아 이들이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

복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백철, 2016). 그러나 수용자의 재사

회화를 선택적으로 한다는 것은 수용자가 출소 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

나 기술, 태도 등의 일부부만 재사회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정교육의 4가지 기능은 하나의 교정교육 장면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

다. 예컨대, 직업훈련은 수용자에게 노동력을 준비시키도록 하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훈련의 종목이 제한되어 있어서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도 함께 나타

난다. 또한, 교정교육에 수용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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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수용자를 형식적 참여자로 변화하게 함과 동시에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

등을 절제하는 자로 변화하게 하기도 한다. 교정교육의 기능은 교정교육의 하

나의 장면에서 하나의 기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교정교육의 4가지 기능은 기능끼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예컨대, 선택

적 재사회화의 기능과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

우 수용자는 변화 혹은 재사회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하였다. 기능

간 충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정기관 혹은 교도관은 수용자의 교정

교화를 위해 새로운 방법 등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각 해

당 부분에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다.

교정교육의 4가지 기능인 노동력 준비 기능,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이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

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동력 준비 기능

노동력 준비 기능은 수용자가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력 준비 기능은 크게 세 가지

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노동력 준비 기능은 수용자를 출소 후 지

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한다. 둘째, 수용자를 인성을 갖춘

노동자로 변화하게 한다. 셋째, 수용자를 노동 기술 전수자로 변화하게 한다.

첫째, 수용자를 출소 후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노동력 준비 기능은 수용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

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직업훈련의 종목 중 인기있는

종목은 소수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직업훈련을

받는 수용자 중 소수만 취업처와 연결해주어 이들이 출소 후 취업을 바로 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직업훈련을 통해 능력을 함양한 수용자에게는 기술자

격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즉, 직업훈련은 수용자에게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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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기규율 주체가 되게 한다. 이

를 통해 노동력 준비 기능은 수용자를 출소 후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한다.

법무부 교정본부 직업훈련과에 따르면, 매년 3천명 이상의 직업훈련 수용자

가 기능사와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이창한 외,

2017). 기능 자격 취득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기사 5명, 산업기

사 100명, 기능사 3,023명으로 총 3,128명이 기능자격을 취득하였다20). 기능자

격 취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계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2010
2,856
(100%)

-
4

(0.1%)
277
(9.7%)

2,575
(90.2%)

2011
2,803
(100%)

2
(0.1%)

4
(0.1%)

288
(10.3%)

2,509
(89.5%)

2012
2,813
(100%)

4
(0.1%)

-
252
(9.0%)

2,557
(90.9%)

2013
2,953
(100%)

4
(0.1%)

11
(0.4%)

158
(5.4%)

2,780
(94.1%)

2014
3,264
(100%)

1
(0.0%)

-
79
(2.4%)

3,198
(97.6%)

2015
3,316
(100%)

5
(0.2%)

-
50
(1.5%)

3,209
(98.2%)

2016
3,443
(100%)

4
(0.1%)

1
(0.0%)

56
(1.7%)

3,255
(98.2%)

2017
3,443
(100%)

- -
92
(2.7%)

3,351
(97.3%)

2018
3,424
(100%)

-
1

(0.0%)
87
(2.5%)

3,336
(97.4%)

2019
3,338
(100%)

2
(0.1%)

-
60
(1.8%)

3,276
(98.1%)

2020
3,128
(100%)

-
5

(0.0%)
100
(3.1%)

3,023
(96.6%)

출처: 법무부(2020b): 147과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참조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표 Ⅳ-15> 기능자격 취득 현황 

20) 위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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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교도소는 매년 직업훈련을 통해 수용자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말하자면 교정교육은 수용자에게 기술 자격증을 획득하

도록 하여 출소 후 노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

다.

교정교육이 수용자에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여 노동력을 준비시키는 기

능은 작업장려금의 수여 대상자를 선발하는 조건에서도 볼 수 있다. 연구참여

자 김명진은 수용자가 작업장려금 수여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수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는 수용자와 작업장려금을 받을 조건을 만족하

는지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한다. 그 조건은 전국기능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적

이 있는지, 교도작업과 관련하여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어 당선된 적이 있는지,

기술 자격증 받은 것이 있는지 였다고 한다. 즉, 작업 등 노동을 장려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작업장려금 등의 제도는 수용자를 특정 자격을 구비한 노동력

으로 준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명진: 당신이 작업장려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첫째,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전국기능경연대회 나가서 입상한 적

이 있는가. 두번째, 교도작업 관련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당선

된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세번째는 기술 자격증 받은 게 몇가지 있는가 

였어요.

교도소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활용하여 출소 후 취업이나 창업하는 자들도

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법률신문. 2009. 3. 27.), 살인죄로 10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자가 수용생활 중 취득한 조리기능사 자격을 활용하여 중국음식점 종

업원으로 취업했다고 한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이와 같이 사회 복귀에 성공

한 출소자를 초청하여 교도소에서 인성교육이나 취업, 창업 강사 혹은 고충상

담가로 초빙하여 인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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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취업을 위한

상담,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공단의 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재범률은

1% 내외로 효과성이 입증된 바 있다(법무부 보도자료. 2021. 7. 15.). 이는 출

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교도소 밖에서의 교정교육과 지원 정

책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노동력 준비 기능은 수용자를 인성을 갖춘 노동력으로 변화하게 한다.

교도소에서는 수용자에게 직업훈련과 인성교육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직

업훈련은 인성교육을 함께 진행하기도 하며, 집중인성교육의 내용 중에는 직

업을 체험해보고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는 직업훈련체험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김영식, 이백철, 2015).

교정교육이 수용자를 인성을 갖춘 노동력으로 변화하게 하는 것은 교도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정교육에서도 볼 수 있다. 일부 사회적 기업이나 관련

단체 등에서는 출소자의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김동석은 교정공무원으로서 2010년부터 출소자를 돕기 위해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는 교정처우 관계자인 윤태현과 함께

출소자에게 특정 분야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연구참여

자 김동석이 출소자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이들이 기술을

배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회와 함께 안전하게 살아나갈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그는 출소자가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인성

을 함양한 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출소자 박

현종은 기술을 “끈기있게” 배워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한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노동력 준비 기능으로 수용자는

노동 기술 전수자로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현종: 고기는 어떻게 키워야지 되는데 물은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되고 

이런거를 다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끈기있게 

이렇게 배워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된다 라는 조건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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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요. 나보다 새로 또 출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를 기술을 전

수해주고 또 가게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할 거예요. 

정리하면, 교정교육의 노동력 준비 기능은 수용자를 출소 후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한다. 또한, 이들을 인성을 함양한 노동자로 변

화하게 하고, 노동 기술 전수자가 되게끔 하다.

2)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고 제한

할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

용자를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제한할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한다. 이는

수용자가 교정교육에 참여하는 태도에서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 박상원은

수용자들이 교도관에게 “잘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한다고 하였다. 교도소에서의 생활 태도는 점수에 반영되어 경비처우급

이 결정되는 데 중요한 변수이고, 교정교육 중 고등교육 등은 일부 모범수

용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용자는 교도소에서 행동을 조절하고

제한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박상원: (교도관의)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잘 보였으면 좋겠고. 자기가 

뭔가 여기 생활하면서 좀 편하게 생활했으면 좋겠고 해요.

연구참여자 정태영도 수용자가 교도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교도관과

대립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교도소에서 생활

을 잘 하는 모범수용자들의 특징은 “있는 듯 없는 듯”하고 “주어진 일 열심

히” 하는 자라고 하였다. 수용자는 원하는 교정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

범수용자가 되어야 참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

과 행동을 조절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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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직원들하고 대립을 안세우는 것도 중

요할거고. 그 또 방사람들끼리 보면은 또 자기들이 방에서 뭐 청소설거지

도 더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뭐 본인들도 나름대로의 약속이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그런거를 좀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보통 좀 사실 있는 듯 없

는 듯 하는게 제일 잘하는거 같애요.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

이러한 점에서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기회주의자로 만들기도

한다. 수용자는 교육의 기회 등이 제한되어 있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

절하고 제한하면서 기회를 누리기 위해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연구참

여자 전현수는 교도소에서는 “기회를 캐치하지 않으면 생존이 되지 않는 상

황”이 된다고 하였다. 수용자들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생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길들여지는데” 교도소라는 갇힌 생활 환경이 습성으로 굳어지면

기회주의적인 인간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였다. 즉, 교도소는 법이 지배하는

공간으로서 수용자는 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 교정교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의 생존에만 집착하는 자로 길들여진다는 것이다(유정우, 2018).

전현수: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걸로 이제 길들여

지는데. 그 모든게 이렇게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무슨 기회 또는 

어떤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다 교도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렇다 보니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갇혀 있던 생활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거든. 

그게 몇 년 습성으로 굳어지면 기회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 기회를 캐치

하지 않으면 생존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다보니 그렇게 되요.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이 수용자를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제한할 수 있

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것은 교정교육의 과정 속에서 촉발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박현종은 교도소에서 약 20년간 생활하다가 출소한 자이

다. 그는 교도소에서 초, 중, 고 검정고시를 공부하여 합격했고, 방송통신대

학교 과정에도 참여하여 대학 학위도 취득하였다. 그는 “학교를 다녀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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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은 교과서 자습서가 있어 자신이 공부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공부가 가

능”하지만 초등학교를 중퇴한 자로서 그에게 “유일한 선생님은 표준전과”였

다고 한다. 그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표준전과가 “공부에는 도움이 별로

안됐”지만 “바른 생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검정고시

를 준비하기 전에는 어른에게 “김씨, 이씨” 등 아버지가 부르는 방식을 떠올

리며 타인을 불렀지만 “초등학교 책에 어른을 어떻게 공경하고 이러는 것이

아 여기에 있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예의’에 대한 내용을 검정

고시를 준비하며 알게 된 후, 그는 타인을 기분나쁘게 하는 행동을 조절하

고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였다.

박현종: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검정고시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소가 언

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학교를 수용자들이 많이 중퇴

했어요. 중학교 중퇴였다 이런 사람들은 교과서 자습서가 있더라고요. 보

고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공부가 가능해요. 그런데 아예 안다

닌 사람은 그렇다고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니까 유일한 선생님은 표준전

과예요. 표준전과가 그렇게 공부에는 도움이 별로 안됐어요. 그런데 어떤 

게 마음에 이렇게 새겨졌냐면 바른 생활. 초등학교 책에 어른 어떻게 공

경하고 이러는 것. 아 여기에 있네.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못 살았는데. 

어른들한테도 김씨, 이씨 아버지가 이렇게 부르고 해서 저도 그렇게 불렀

어요. 그게 예의가 아닌줄 몰랐어요. 당연하게 동네 아저씨들 그렇게 부

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게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교정교육의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교정교육의 일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컨대,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세컨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이는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게 다시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프로

그램이다. 연구참여자 이현진은 수용자가 “교육을 받다가 징벌을 받”으면 “교

육에서 아웃”된다고 한다. 이러한 수용자를 위한 “과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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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찬스를 주는 세컨찬스가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징벌을 받은 수용자가 교육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다시금 교육의 기

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다시금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것

이다.

이현진: 교도소에서 각자 교육을 받다가 징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교육에

서 아웃됩니다. 아웃되고 그 직장, 그 공장에서도 아웃되요. 그냥 흔히 말

하는 아무것도 안하는 미지정 이런 데 한참 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보

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가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과정을 만들었어요. 이름이 세컨찬스예요. 그래서 두 번째 찬스를 

주는 세컨찬스가 교육과정에 있어요.

한편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절제자로의 변화가 출소 후에도 유지되기 위해

서는 출소 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이정훈

은 마약류 사범으로 약 10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자이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수용자가 교정교화되는 자들은 1%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교

도소 수용자가 1%에 포함되기 위해서 매우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용자 본인의 “마음이 바뀌어야”한다고 하였다. 그는 출소 후 다

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술담배를 안하니까 이건(마약) 자동으

로” 끊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교도소)에 한번 들어갔다 나

오면 길이 터지”는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성경을 쓰기도 하며 “정신을

차리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다고 하였다.

이정훈: 만명이라 그러면 1%만. 그 안에 낄라 그러면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되요. 치열해야되요. 치열. 거기서 치열 해야되요. 나름. 그러니까 오만명

의 재소자가 있는데 일프로면 다섯명? 그니까 그렇게 되는것도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섯명이 안에 들라면 정말 필요한걸 느껴야되요. 마음

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름 노력했고 나갈 때 되니까 내가 정신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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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신 들어온건가? 이 생각도 해보고. 야 내가 아직.. 왜냐면 사람을 볼 

때 막 악해지면 안돼. 아직도 안돼구나. 한 팔십프로 밖에 안됐구나 하면 

또 쓰는거야. 제가 성경을 계속 썼거든요. 이거를 여기다가 보면은 또 나

쁜생각이 들어. 나 아직 멀었구나. 정신차리자.

위의 연구참여자의 말을 고려하면, 교정교육의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교도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도소 밖에서도 꾸준히 이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용자는 교도소 안에서 교정교화가 되기 위해 스스로 치열하

게 노력해도 교도소 밖에서의 유혹거리 등에 의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

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중 교도관인 김동석은 출소자가 사회에 나오면 “방향 설정이

중요”하지만, 세상이 “휘황찬란”하여 “회포”를 푸는 순간 “부딪힘”이 온다고

하였다. “회포를 좀 푸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는 “방향”을 애초에 잘 설

정하지 않으면 “이미 끝”난 것이라며 재범의 위험성을 말하였다.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출소자를 위한 교정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김동석: 나오니까 이제 세상이 휘황찬란하잖아요. 막 돌아가잖아요. 거기

서 자기가 어디로 갈거냐는 딱 방향 설정이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이미 

틀린거야. 보름만에 나왔으니까 가서 회포 좀 풀고싶다. 방향이 이쪽으로 

가면 끝난 거거든. 이미 끝난 거예요. 나왔으니까 내 가서 회포 좀 푸는 

게 잘못입니까. 내가 얘길하면 그렇게 얘길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

딪힘이 오는 거지.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인 윤태현은 출소자에게 직업 기술을 가

르치고 있다. 그는 출소자가 사회에 나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

에 온갖 유혹 등에 현혹되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하며, 출소자에게 위험

한 행동을 절제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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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현: 나와서 잘 살아라. 하는데 뭐 있어야 잘 살지. 뭔가 뭐 기회를 줘

야지. 누가 또 다시 죄짓고 싶나.. 이런 분들이..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얼

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문제나 여러 가지 마음 

잡고 할 수 있는 어떤 센터나 뭐 지원이 있어야지. 거기(교도소)에서 돈벌

어 나왔어요?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나와서 아무것도 없어요...(중략)...

제가 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립하라는 거예요. 이거 함(직업 기술 습득함)

으로써 자립할 수 있죠. 그럼 목표가 있고 꿈이 있으니까 죄를 안짓는 거

예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서는 수용자의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출소자의 멘티로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출소예정자(출소 3개월 전)를 대상으로 ‘테마스쿨’이라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교육에서는 생활법률 세미나 등을 포함하여 출소 후 계획 수립,

매너와 에티켓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소망교도소, 2021). 이후 출소예

정자는 출소 직전 ‘새로운 시작’이라는 교육에 참여한다. 이 교육은 자원봉

사자인 멘토와 출소예정자인 멘티를 연결하여, 이들이 출소 후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출소자가 사회 정착과 취업, 창업 등의 노력을 이어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출소 후에도 교정교육을 통해 출소자가 절제자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다.

둘째,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자신의 문제 행동이나 감정 등을

조절하고 제한함으로써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한다. 연

구참여자 김지민은 이러한 절제자로의 기능으로 교정교화된 수용자의 사례

를 이야기했다. 그 수용자는 교도소에 처음 수용되었을 때, “생리대를 던지”

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며 문제를 일으켰던 수용자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는 여러 가지 교정교육에 참여하면서 “정신을 차렸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김지민은 그가 “교정에서 주는 교육을 다 흡수”하여 “탄탄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현재 “프로그램을 다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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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하며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교정교육이 수용자의

문제 행동이나 감정 등을 절제하는 자로 변화하게 하여 사회 속에서 타인과

어울려 잘 살아가는 모습이다.

김지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있었던 수용자였는데 교정에서 주는 

것들 다 얘가 흡수를 하면서 되게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중략)...

그런데 생리대를 던지고 막 이제 이랬던 수용자였는데.. 완전히 다 미친

년이라고 그런데 이제 처음 들어가서는 애가 재판 다 끝나고 나서는 정

신을 차린거야 그리고 나서부터는 교정에서 주는 교육을 다 흡수하는거

지.

연구참여자 전현수는 수용자 중 교정교화되어 출소 후 이미용 강사가 된

자의 사례를 이야기했다. 그 출소자는 “유흥업소에 들락거리다가” 실수를 하

여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교도소 생활을 하며 “완전히

변화”가 되어 출소 후에는 “자신처럼 방황했었던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이미

용 강사”가 되었다고 한다. 과거 자신이 유흥업소에 다니던 행동을 절제하

는 자로 변화된 모습이다. 그럼으로써 사회에 봉사를 하며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로 변화한 것이다.

전현수: 그 수용자는 유흥업소 들락거리다가 교도소에서 자원봉사자들 

만나면서... 두 시간 걸려서 줄서서... 이미용 연습 가지고 예전에 자기처

럼 방황했었던 아이들 도와주려고 이미용 강사가 되었어요. 졸업(출소)하

고 나서. 

연구참여자 전현수의 말에서 주의깊게 볼 만한 점은 그가 출소를 “졸업”

이라고 표현한 점이다. 그는 연구자와 인터뷰를 하며 “졸업(출소)한 자”의

취업이나 성공사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였다. 졸업은 보통 일정한 교육 과

정을 마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것을 졸업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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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그만큼 교도소에서 교정교육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효과도 어느정

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도소는 집중인성교

육 등이 시행되고 있어 대부분의 수용자는 교정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수용

자는 교정교육으로 부여된 많은 교육 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이

외에도 자신이 선택적으로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반

영하여 연구참여자 전현수는 출소를 졸업과 유사하다는 의미로 표현한 것으

로 보인다.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이 수용자를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로 변화하

게 하는 것은 교도소 내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민영 소망교도소 교정

교육 중에는 수용자 리더(leader)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

육이 있다. 수용자 중 리더를 양성하는 것은 수용자 리더로 하여금 신입 수

용자를 다른 수용자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여 교도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연구참여자 이현진은 수용자 리더를 양성

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수용자 문화가 바뀌었다고 한다. 신입 수용자는 교

도소 생활에 대한 “질문이 반 이하로 줄었”고, 리더의 도움으로 교도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수용자 리더들은 “슬기로운 소망 생활

을 위한 지침서”를 “직접 손으로 써서 책자로 만들었”고, 이를 신입 수용자

에게 제공하여 교도소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수용자 리더들이

만든 “슬기로운 소망 생활을 위한 지침서”에는 “수용자 입장에서” 교도소

생활에 있어 주의할 점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교도소 생활 안내는 2018년

까지 직원이 직접 안내 했지만 2019년부터는 수용자 리더들이 신입 수용자

의 생활 안내를 담당하고 있다(소망교도소, 2021).

이현진: (수용자 리더를) 뽑아가지고 리더 교육을 시키죠. 그 분들에게 신

입 그룹 리더를 시키는 거예요. 신입 다섯명 중에 한명 이런 식으로 그래

서 슬기로운 소망 생활 책자를 만들었어요. 수용자들이 책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 때는 몇 시에 자고 언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약을 신청

할 때 어떻게 하고 수용자 입장에서 다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책자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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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어요. 본인들이 이름 붙여서 ‘슬기로운 소망 생활을 위한 지침서’라

고 했어요.

정리하면, 교정교육에서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제한할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하고,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한다.

3)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가 작업이나 교정교육 등에 다소 소

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자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자가 형식적 참여자가

되는 것이 교정교화를 하는 데 완전하게 제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형식적

참여자가 되더라도 수용자는 교정교화를 어느정도 이룰 수 있다.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수용

자를 무지에서 탈출한 자로 변화하게 한다. 이는 수용자가 형식적인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무지에서 벗어난 자로 변화하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수

용자는 고등교육에 참여하면 학사학위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수용자 중에는

고등교육에 참여하여 좋은 성적으로 상을 받기도 한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

르면(법무부 보도자료. 2016. 2. 25), 2016년 2월에는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수용자가 방송통신대학교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 수용자는 관광학과 졸

업자로, 사회과학부 전체 수석을 차지하여 최우수 총장상(성정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우수 총장상은 2015년 전기 졸업자 1만 6600여명 가운데 사회과학

부, 자연과학부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2명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 수

용자 외에도 전주교도소에서는 수용자 3명이 성적우수상을 받았다.

그러나 고등교육은 주로 장기수를 위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이들이 교도

소에서 취득한 학사학위를 출소 후에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용자는 고등교육에 참여하여 관련 자격을 출소 후 적극적

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적지만, 무지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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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박건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출소하면서

교육이 단절되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없는 한계를 말했다. 그는 만약 출

소자에게 학습의 경로를 안내해줄 수 있다면 “배움이 소중하다는 것을 앎으로

인해서 내가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즉,

현재 교정교육은 수용자가 출소하면서 단절이 되기 때문에 학습자로서 수용

자는 교정교육을 이수하면 획득할 수 있는 자격에 집중하여 형식적으로 참여

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박건우: 당신 이 정도를 땄으니까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전문학 4년제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출소하시면 어 나머지를 저 가까운 대학에 가

서 평생교육에서 그걸 마저 들으시면 학위를 받으실 수 있다. 결국은 배

움이 소중하다는 것을 앎으로 인해서 내가 인간이구나라는 것으로 자각

하게 만들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할 수 있죠.

교정교육이 수용자를 무지에서 탈출한 자로 변화하게 한다는 것은 신창원

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신문기사(중앙일보. 2008. 1. 21.)에서는 ‘희대

의 탈옥수’라 불리는 신창원이 독학학위 국문학 전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을 담았다21). 그는 원래 상담 심리학을 전공으로 공부하여 “지난 삶을 들여다

보고” “많은 재소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으나 교도소에서 상담 심리학은

전공으로 공부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재소자가 재소자를 상담하는

것”이 “넌센스”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고등교육이 사회

에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사회의 시선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전공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교정교육은 수용자를 무지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

지만 수용자가 원하는 교육에의 참여는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자격의 획

득에 주된 관심을 갖는 형식적인 참여자가 되게 한다.

21) 2008. 1. 21. 중앙일보. 신출귀몰 탈옥수 신창원 ‘법학 열공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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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신창원)는 원래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려 했다...(중략)... 그러나 현실은 

그의 뜻대로 가고 싶게 놓아 두지 않았다. 교도소 수용자가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충북 청원의 주성대나 전남 순천의 청암대는 상담 심리학 전

공을 개설하지 않았다. 또 방송통신대는 간간이 출석 수업을 해야 하는 

걸림돌이 가로막았다. 교정 당국이 탈옥 무기수인 그에게 이를 허락한다

는 것은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재소자가 재소자를 상담

하는 것도 넌센스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난관이었다. 그도 이런 현실

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환경적 여건 때문에 궤도를 수정, 국문학을 택했

다. ”

출처: 2008. 1. 20. 중앙일보.

둘째,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타율적인 자로 변화하게 한

다. 이는 수용자가 할당된 교육 시간을 이수하는 데 관심을 두어 형식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심리치료는 형량이나 재범위험성 평

가에 따라 교육 시간을 다르게 부여한다. 교육 대상 수용자는 최소 100시간부

터 최대 300시간까지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용자는 교육

을 이수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을 채우기 위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

다는 형식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참여자 중 출소자들은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교육에 다소 소극적으

로 참여했다고 하였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이정훈은 마약 범죄로 약 10년 동

안 교도소 생활을 하는 동안 마약 교육이나 인성 교육 등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교도소에 많은 교육이 있지만 “귀에 안들어” 온다고 하였다.

출소자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연구참여자 김동석은 자신이 아는 사람

으로부터 출소자를 소개받았다고 한다. “교육 100시간을 받은 수형자”라고 하

여 출소 후 그를 기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김동석은 그를 지켜보니, 그는 교도소에서 “교육 이수만” 했을 뿐 “바뀐게 없”

다고 하였다. 즉, 교정교육은 수용자에게 많은 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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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수용자는 교육 시간을 이수하는 데 관심이 많아 교육 소비자로서

형식적인 참여자가 되고 있다.

김동석: 어떤 교수님이 교육 100시간을 받은 수형자라고 나보고 여기(특

정 기술 배우는 교육)에 좀 받아달라고 해서 받았죠. 성폭력 관련 범죄자

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교수님이 얘기해주시니까 그냥 아무 그냥 받았는

데. 보니 마음은 요만큼도 바뀐게 없어요. 교육 이수만 한 거예요.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이 수용자를 타율적인 자로 만든다는 것은 교

정교육이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교

정교육이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형식적으로만 교육을 제공할 뿐 수

용자에게 “감동이 안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교정교육에서

강사가 아무리 좋은 내용의 교육을 제공하더라도 이는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어 수용자에게 형식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는 것이다. 그 결과, 수용자들이 집중인성교육에 억지로 참여하고, 교육에 의

미를 두지 않는 등(최영신, 김선희, 박선영, 2015) 타율적인 자가 되는 것이다.

김동석: 상담이든 교육이든 모든게 포인트가 공급자 위주로 되어있어 공

급자. 그게 아니고 나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소비자 위주로 가야한

다. 소비자가 원하는걸 해줘야한다. 그게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현수: 감동이 되겠어? 감동이 안되는거야. 그게 트러블을 가지고.. 효과

를 발휘하지 못하는 게 그거야. 사랑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하는데.. 사랑

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게 그 사람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야 돼요.

연구참여자 이현진은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교정교육의 내용과 효과 등이

공급자가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사회에 “불우한 환경” 등에서 자랐던 수용자의 경우 “사회에 반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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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좋다고 인정되는” 교

육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수용자가 “성

장해 온 배경”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현진: 정말 불우한 환경이나 교도소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 

그런 집안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좋다고 인정되는 통용되는 것. 사회에서 당연히 되고 있는 것

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교육에 대한 효과나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데 범죄 유형별 맞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해 

온 배경에 대한 맞춤이어야 해요. 

이와 같이 교정교육이 수용자를 형식적 참여자로 만드는 것은 교정교육의

내용과 방식, 과정이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에서 나타나는 기

능이다. 앞으로 교정교육은 교육을 받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구성되어야 할 필

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출소자인 연구참여자들은 형식적인 참여자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수용

자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끝까지 들어”주는 강사가 절실하게 필요하

다고 하였다. “교도소 출신”의 목사가 와서 강의를 하면 “솔깃”하여 “희망을

품어본다”고 한다. 이들은 단지 지식만 전달하는 교정교육은 “형식에 불과”하

다고 하며 교정교육에의 변화가 필요함을 말하였다.

박현종: 일반 사회적인 목사님은 귀가 별로 안열려요. 그런데 교도소 출

신? 속된말로 여기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목사된 분들이 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귀가 솔깃해. 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을 품어본다

고. 그럼 귀가 열려요. 그러니까 서로 아픔을 알아야 돼요. 들어줄 줄 알

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뭐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도 그 사람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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픔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 없으면은 그냥 형식에 

불과해요. 

정리하면,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무지에서 탈출한 자로

변화하게 하고, 타율적인 자로 변화하게 한다. 즉,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

능은 수용자가 교육 등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교정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해 적

극적으로 임하지는 않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

선택적 재사회화 기능은 수용자가 사회복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사

회화의 요소 중 일부만 재사회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조는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하여 형 집행의 목적이 수형자의 재사회화

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는 ‘재사회화’라는 의

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박달현, 2007; 최준, 2012). 이 논문에서 선택적 재

사회화 기능은 수용자가 교정교육을 통해 교정교화되어 사회에 안전하게 복

귀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선,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수용자를 마음이 치유된 자로 변화하게 한

다. 수용자를 마음이 치유된 자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 선택적 재사회화 기능

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교정교육의 내용이 치유 등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데에

서 알 수 있다. 현재 교정교육은 인문학이나 치유, 치료를 주제로 한 내용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집중인성교육은 <표 Ⅳ-16>과 같이 인문학, 가

족관계 회복, 대인관계 회복, 미술치유, 음악치유, 웃음치유, 독서치유, 연극치

유, 동작치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림이나

음악, 웃음, 문학작품, 심리극 등을 통해 수용자의 심성을 순화하고 치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즉, 교정교육은 수용자를 마음이 치유된 자로 변화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 131 -

교육 주제 교육 목적 주요 내용

1. 헌법가치교육
헌법가치에 대한 내용을 배움으
로써 법질서 준수 유도

민주주의 원리, 권리와 책임,
정의, 법치주의 등 헌법가치
의 이해와 고찰

2. 인문학

인간과 세상,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존감 회복 및 건
강한 사회복귀 도모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

3. 동기부여
출소자, 장애인 등 어려움을 극
복하고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 새 삶에 대한 동기부여

역경 극복, 긍정 마인드 고취
등

4. 긍정심리
심리적 장애 및 부적응적 사회
행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사고
향상

감사 나눔 등

5. 분노조절

수형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구금
에서 오는 낮아진 자존감을 심리
중재 프로그램을 통하여 높여 주
고 수형자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변화

명상, 분노상황 이해하기 등

6. 가족관계회복
가족 간의 갈등을 치유하여 건강
한 가족관계 형성

좋은 부모되기, 자녀와의 대
화법, 어머니학교, 아버지 학
교 등

7. 대인관계회복
커뮤니케이션 기술 및 타인에 대
한 이해 증진을 통해 원만한 대
인관계 형성

상대가 갖고 있는 문제를 새
롭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알 수 있는 가능성 열기,
커뮤니케이션 알기, 듣기 연
습 등

8. 미술치유
자신의 내면세계 이해, 그림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무의식
세계에 대한 이해증진

자화상 그리기, 가족그리기,
신문 찢기로 스트레스, 해소
하기,
점토 이용 조형물 만들기 등

9. 음악치유 음악을 통한 심성순화
악기 다루기, 음악감상, 노래
부르기 등

10. 웃음치유 웃음을 통한 긍정적 마인드 형성

웃음의 신경 생리적 효과 체
험,
내면에 숨겨진 감정 단어 확
인 등

<표 Ⅳ-16> 집중인성교육 Ⅱ와 Ⅲ의 공통 프로그램 교육목적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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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마음을 치유해주고자 하는 교정교육은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망교도소에서는 수용자의 영성을 키워주

고자 영성스쿨이라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2010년 개소 이후 2011년까

지는 이를 ‘아가페 정규교육’이라고 부르며 운영했고, 2012년부터는 ‘교화-집

중인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5년까지 운영하였다. 2015년 이후부터 2021

년 현재는 이를 ‘영성스쿨’이라고 부르며 운영하고 있다.

현재 소망교도소는 ‘공동체와 회복’이라는 주제 등으로 수용자에게 영성 훈

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기간은 6개월이다. 영성스쿨은 소그룹 활동의 비중

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영적 공동체 모임을 뜻하는 ‘리토스(ReTos)’도 그룹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영성스쿨은 자원봉사자와 수용자 간의 모임을

통해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 이들은 수용자와 자원봉사자를 한데 어울러 소그

룹 실에 10명, 상담실에 12명, 강당에 12명 등으로 구분하여 기도, 시 낭송, 연

극, 연주 등을 통해 재사회화를 위한 준비를 한다(김무엘, 2008). 즉, 영성스쿨

은 자원봉사자와 수용자를 일종의 멘토와 멘티 관계로 엮어 이들의 심리를 치

유하고자 한다. 수용자는 이러한 멘토링 활동을 통해 영성 학습을 하고 있다

교육 주제 교육 목적 주요 내용

11. 독서치유
다양한 문학작품 등을 매개로 한
지식 습득 및 정서 함양

책 속 등장인물에 투사된 자
아 직면하기, 글쓰기 및 자기
감정 이야기하기 등

12. 연극치유
심리극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
및 상대방 이해, 상황극을 통한
인간관계 대처 능력 향상

심리극, 상황극 등

13. 동작치유
비언어인 신체 표현을 통해 내면
에 숨겨진 자아 발견

신체언어를 통한 자아탐구 등

14. 영상교육
영상을 통해 새 삶에 대한 동기
부여 및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인식과 교양 습득

인간승리 영화, 다큐멘터리,
교양 강연 등 상영

15. 신체활동
스포츠 활동을 통해 배려, 협동
심, 준법의식을 향상

체육활동, 요가 등

출처: 교정본부 사회복귀과(2015). 최영신, 김선희, 박선영(2015): 34-3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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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9). 소망교도소 영성스쿨 과정은 다

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24주)

∼
10:00

공동체 모임

∼15:00

연대기 특강

성품교육 기초교리
일대일 제자
양육

영성특강
목적이
이끄는 삶

소그룹
연계활동

소그룹 연계
활동

소그룹 연계
활동

소그룹 연계
활동

나눔, 발표

∼16:30
리토스
(ReTos)

화요문화행사
(선택참여)

오케스트라 등
(특별활동)

목요집회
(선택참여)

리토스
(ReTos)

석식 후
취침 전

성경공부 등 야간교화활동 팀 연계

출처: 소망교도소(2021): 96. 

<표 Ⅳ-17> 소망교도소 영성스쿨 과정

한편으로, 이러한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과 충돌

하면서 수용자에게 교정교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기도 했다. 수용자는 교

도소에서 교정교육을 통해 마음이 치유되고 자신의 행동을 절제할 수 있더라

도 출소 후 치유된 마음을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절제하며 살아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수용자는 교정교육으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도

출소 후 낙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심리적 어려움에 봉착하면 어

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여 교정교화에 대한 두려움으

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이현진은 성폭력 사범 교육은 이들에게 교정교화

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출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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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 “패키지”가 부여되는데, 이것은 마치 교도소

에서 “교육 안받은 것처럼” 또다시 처벌을 하여 교육을 무의미하게 한다고 하

였다. 그는 교육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교육결과에 따라서 발찌를 채

울지 말지 신상공개를 해야될지 말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폭력 사

범에게 일종의 “패키지”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오히려 필요한 교육은

“발찌를 찼을 때 느끼는 심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신상공개가 됐을 때에,

가족들이 온갖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잘 극복을 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

가”라고 하였다.

이현진: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하도 사회 성폭력 문제가 되니

까 형량도 강화시키고, 징역 몇 년에, 사회봉사활동 몇 년에, 취업제한 몇 

년에, 거기다가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몇시간에, 출소하면은 전자발찌 몇 

년에, 신상 공개 패키지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자발

찌를 차고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이 교육을 받으나 안받으나 효과 뭐 전혀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교육을 왜 해요 어쩌피 교육 안받은 것처럼 

조치되는데. 교육 결과에 따라서 발찌를 채울지 말지 신상 공개를 해야될

지 말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나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

다 그러면 교육내용은 발찌를 찼을 때 느끼는 심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

인가. 신상 공개가 됐을 때에, 가족들이 온갖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잘 

극복을 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를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연구참여자 이현진은 수용자는 교정교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진을 연구자에게 보여주며 이야기했다. 아래 사진은 작가가 고

려인 밀집 지역의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 사진 속의 아이는 자폐

아인데 “한 번도 보육원 밖을 나와본 적이 없다”고 한다. 아이는 “저쪽(보육원

밖)이 밝다는 것을 알지만 가본 적이 없다”고 한다. 아이에게는 보육원 밖이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수용자들도 마찬가지로 “빛은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라고 한다. 수용자들은 요나 콤플렉스가 있어 “새로운 것을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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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요나 콤플렉스란 성공했을 때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사진

과 같이 수녀가 인형을 들고 아이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유인하는 것과 같이

교도소에서도 “수용자들을 변화의 길로 인도하는 간식”이 있다고 한다. 그러

나 수용자는 “처음에는 간식 때문에 나오지만” 자신이 변화된다는 것을 느끼

기 시작하면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교육 이후 자신의 변

화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 때문이다. 즉, 현재 교

정교육은 빛으로 유인하는 교육이 있지만 일회성에 그치거나 출소 후에는 이

루어지지 않아 수용자는 교정교화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 온전하게 재사회화

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교정교육은 수용자가 출소 이후에

도 어떻게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갈지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그림 Ⅳ-1] 수용자의 교정교화 모습을 설명하는 사진

출처: 무지개 프로젝트(사진 이갑철)

이현진: 뭔가 새로운 곳으로 나가기 위한 두려움 같은 것. 우리가 볼 때는 

빛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지금 이 우리가 너무나 당

연한 저기는 이 빛은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에요. 어찌 보면 수용자들도 



- 136 -

마찬가지에요. 일반적으로는 빛이 어두움보다는 빛이 나가야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그 앞에서는 NO라고 말은 못하지

만 마음으로는 빛은 사실 공포의 대상이에요. 수용자도 마찬가지에요. 변

화가 공포의 대상이에요.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이 수용자에게 교정교화에의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은 수용자가 출소 후 사회 지원 정책에 의존적인 자로 변화하게 하는 것으

로도 이어진다. 사회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출소자가 받을 수 있는 사회

지원 정책이 있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필요한 급

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자활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교정교화에 두려움을 갖게

된 수용자들은 출소 후 지원 정책에 의존하여 자립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최진환은 출소자에게 사회 정착금이나 사회복귀 지원금을 지원

해주는 등의 제도가 있지만 이는 출소자에게 자립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

한다고 하였다. “땀 흘려서 100만원 받느니 가만히 앉아서” 몇 십만원 받는 것

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즉, 교도소는 수용자에게 재사회

화를 이루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사회적 시선과 정책 등의 영향으로 시혜

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소자는 교정교화에 두려움을 갖고 각종 지원책

에 의존적인 자로 변화하는 것이다.

최진환: 기초수급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나와요. 그

러니까 특별히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내가 자립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동

기부여가 될 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도 나를 받아들일 자세가 

아니지만 이런 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 땀

흘려서 백만원 받느니 가만히 앉아서 50만원, 60만원 받고 그리고 기회

되면은 또 범죄해서 그렇게 지금 치밀하지 않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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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수용자를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지식

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로 변화하게 한다. 교도소에서는 다양한 종목과

직종으로 수용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지만 출소자는 교도소에서 익힌

지식과 기술을 출소 후에 취업에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연구참여자 박

현종은 교도소에서 양복 만드는 기술을 25년 배웠지만 출소 후 “아무데도 취

직이 안 되”었고, “다시 시작해서 배워야”했다고 한다. 교도소에서 취득한 “자

격증은 있지만 전혀 사회에 적용이 안”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교정교육

은 수용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해야 하는 자로

변화하게 한다.

박현종: 거기(교도소) 안에서 25년 동안 양복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그게 아무데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교도소) 안에서 이

제 수형자 옷 하고. 그러니깐 교도소 안에서 기술 습득 훈련생으로 가서 

용접이든 뭐든 다 배우고 나가면, 나오면 시다로 다시 시작해서 배워야 

해요. 

이는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이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과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출소자의 이야기를 담은 신문기사에 따르

면(오마이뉴스. 2018. 1. 26.), 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유는 수용자에게 자격증을 취득

한 후에도 이와 관련된 일을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하지만 교도소는 많은 수용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

을 따면 그 교육장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해당 분야

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출소 후 활용

하겠다는 것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수용자는 교정교육에 형식적 참여자

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출소자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낙인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무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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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유주영, 이상훈, 2020). 교도소 직업훈련은 직종의 현

실성이 떨어지고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박가열 외, 2011). 교정

교육의 내용에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수용자에게 새로운 직종의 지식과

기술 교육을 제공한다면, 사회적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집중인성교육에서 수용자에게 부동산 법 등을 교육 내용으로 제공한

것에도 비판이 제기된 만큼22) 교정교육은 수용자에게 제한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온전하게 재사회화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재사회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전현수는 교정교육의 내용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이

야기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조두순이 교정교육을 받아 주식 등을 통해 부자가

된다면 사회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하였다. 교정교육은 국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내용 등이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는 것이다.

전현수: 예를 들면. 피해자들이나 사회에서 예를 들어 조두순이 그렇게 

갑부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그 사람

의 변화를 생각하지만 양심이나 방향성을 빼놓고는.. 교육기관 나온 결과

가.. 피해자들 울고 애 때문에 부모랑... 왜 저 사람 돈 벌어서 부자가 되

는데? 이 모순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행인 점은 교정교육의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교도관의 노력에 의해

완화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연구참여자인 출소자 박상원은 출소 후 “막막한

상태”인데 교도관의 도움으로 “길 하나”를 “돌아가지 않게”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었고, 교도관으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아 일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박상원:  또 계장님(교도관)이 그 고용 센터에도 아시는 분이 있으셔서 광

주에 제 집이 광주라서. 광주 부분에서 또 그 분 쌤(교도관) 소개받아가지

22) 2020. 12. 11. 쿠키뉴스. “부동산 강의가 인성교육?” 교도소서 ‘새사람’ 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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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찾아가서 여러 가지를 또 도움도 많이 받고. 네. 이런게 있구나라는 

걸 저도 이제 그때 안거죠...(중략)... 이게 실질적인 도움인 거잖아요. 몸소 

부딪혀서 내가 나가서 뭘 어떻게 알아보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 되게 막

막한 상태인데 되게 그 길 하나를 어떻게 가야된다라는 돌아가지 않게. 

그런 것도 인지가 바로바로 되고 하니까 너무 고마웠죠.

이러한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대한 교도관의 노력은 현재 교정 분야에서 지

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김무엘(2021)은 교정교육은 “일선

당사자(직원, 수용자 등)의 상호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소망교도소, 2021: 186). 수용자의 재사회화는 수용자와 교도

관 사이의 신뢰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교도관은 수용자를 변화 가능하다는 믿

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각종 뉴스나 교도관의 자서전, 교도소 백서 등

을 통해 수용자의 온전한 재사회화를 위한 교도관의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사

회에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교정교육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수용자를 마음이 치유된 자와 출소 후

취업을 위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자로 만든다. 즉, 선택적 재사회화 기능

은 수용자의 잘못된 행동이나 심리 등에 집중하여 그 부분만을 개선하고자 하

는 목적과 함께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보여주기의 목적이 추구되면

서 수용자의 일부만을 재사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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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역사적 흐름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 변천을 탐구하기에 앞서 시

대마다 교도소가 어떻게 변화하며 운영되었고, 수용자 관리 방식은 어떻게 달

라졌는지를 분석하였다. 각 시대마다 교도소의 운영과 수용자 관리 방식을 분

석하기 위해 해당 시대의 맥락도 함께 분석하였다. 시대적 맥락은 교도소의

운영 방향과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본 연구는 191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

도소의 역사적 흐름을 8가지 시대로 구분할 수 있었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는 1) 전옥서 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 2) 1910-1945년, 3) 1945년

-1961년, 4) 1962년-1979년, 5) 1980년-1992년, 6) 1993년-2006년, 7) 2007년

-2013년, 8) 2014년-현재로 정리할 수 있었다. 전옥서 시대를 포함한 이유는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감옥을 운영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것이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시대의 구분은 교정의 시대를 구분했던 선행연구를 참고하되(허주욱, 2003;

(박병용, 2006; 이언담, 2015, 천정환, 2020),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도소의 평생교육적 방향성이 전환되는 시점도 주된 기준으로 삼아 시대를

구분하였다. 즉, 본 연구는 주요 교정 정책의 변화와 정권의 교체,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교도소의 운영에 변화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여

시대마다 교도소의 운영과 전개, 수용자의 관리 방식을 분석하였다.

가. 전옥서 시대: 인본주의 처벌

감옥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기

관이다. 서구에서는 근대 이전까지 동굴이나 성곽 지하 등을 옥으로서 활용했

지만, 한국은 고대부터 독립된 구금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했다. 고조선 시대에

는 「팔조법금」에 나와있듯이 이미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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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황용희, 2010), 고려 이전 부여에는 감옥인 원형옥(圓形獄)이 있었다. 삼

국지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 따르면 부여가 성을 축조하는데 그 형태가

‘뇌옥과 같은 형태’였다고 하는 데에서도 옥(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이백

철, 2016). 고려시대에는 죄수를 가두던 곳을 뇌옥(牢獄), 옥(獄), 영어(囹圄)를

정비했고, 독립관청인 전옥서를 만들어 설치했다. 그리고 형법을 제정하여 오

형제도(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를 운영했다.

우리나라에서 감옥이 체제로서 자리가 잡힌 것은 전옥서로부터다. 전옥서는

고려시대에 설치된 옥이다. 고려는 성종 14년에 3성 6부(三省六部)의 체제를

확립했고, 이 중 형(形)을 담당하는 중앙기관 6부 중 형부(刑部)가 형옥(刑獄)

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 밑에 설치된 전옥서(典獄署)가 감옥의 역할을 담당

했다. 당시 전옥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자나 사형 선고를 받은 자 등을 수용하

는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구치소 기능을 했다(유병철, 2012).

전옥서는 조선시대에도 동일한 명칭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 조선시대

형옥기구로는 중앙 형조에 소속된 전옥서와 사법적인 권한이 부여된 직수아

문(直囚衙門)에 옥이 설치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의 옥도 형벌을 집행하기 위

한 시설이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형을 집행할 때까지 수용

을 주로 하는 구금시설이었다(법무부, 2013b). 고려 시대에는 사형을 집행하기

도 했는데 이는 일반인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

적에서 시행되었다(이백철, 2016). 범죄자의 신체를 손상시킴으로써 권력을 과

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함이었다. 1830년대에는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천주교인들이 전옥서에 수감되기도 했다.

조선시대 전통적인 형벌제도는 사형(死形)을 제외하면 태형(笞刑)이나 장형

(杖刑) 등 신체형이 주를 이루었다(홍문기, 2019). 1894년 「감옥규칙」이 제

정되면서 조선에도 구금형이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는 했으나 「감

옥규칙」은 일본에서 파견된 경찰인력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신체형에서 벗

어나지 못했다(홍문기, 2019).

그렇지만 조선시대의 전옥서는 인본적인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사형

수를 세 번 재판하는 제도인 사수삼복제(死囚三覆制), 세 명의 판관이 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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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하는 제도인 삼원신수제(三元訊囚制), 그리고 죄수휴가제(罪囚休暇制)와

같은 제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옥 중에 병들거나 부모상을 당할 경우

가석방을 해주는 보방제도(保放制度)도 있었다. 당시 봉건제가 시행되고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범죄인을 처벌하는 데 있어 인본주의

에 바탕을 둔 제도가 존재했었다는 증거다(임재표, 2001; 법무부, 2007; 이언

담, 2007).

조선시대에는 죄수들이 억울하게 갇히는 일을 막고 처우가 소홀하지 않도

록 휼형(恤刑)을 시행했다. 통치의 기본 이념은 인정(仁政)과 민본사상(民本思

想)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보호하는 조치도 마련한 것이다(이백철, 2016).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옥은 원형이었는데, 옥의 구조를 원형으로 한 이유는

“교정교화가 되도록 옥 내에서 모가 난 것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23).

조선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원은 우주, 하늘을 의미했기 때문에 원형의

옥에 죄인을 수용하면 죄인들이 스스로 교화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즉,

교화는 죄인을 단지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옥 밖으로 나왔을 때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지녔다24). 조선 시대를 비롯하여 한국 역

사에서는 애민(愛民)사상과 휼형(恤刑)사상이 있어 죄인을 단순히 사회와 격

리시키고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중시했다(법

무부, 2013b).

죄인을 다루는 데 있어 인본주의가 녹아있었다는 것은 옥(獄)의 건축 구조

에 담긴 철학에서도 나타난다. 조선시대 세종 8년인 1426년 옥의 표준설계도

인 안옥도에는 옥을 지을 때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을 한 자인 30cm이상

높여서 짓도록 하였다. 그리고 옥을 남향으로 지을 것이며 옥담의 처마를 길

23) 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
0HFZlpFWZnpU6lTdUtuO6hDZaQw61LTXNqOqY9NaZJEqTmkL0eXq1hooZ6OAn1fW.n
ew-was_servlet_engine1?nttId=72656&bbsId=BBSMSTR_1008&pageUnit=10&searchti
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searchUseYn=&sea
rchCn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S_
04_08)

24) 2014. 4. 11. 국민일보. [한국의 전통 獄(옥)이란] 죄인을 가두는 곳?...교화가 먼저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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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여 그늘을 드리워 여름에 온도를 낮출 수 있게 하였다(법무부, 2013b).

『조선왕조실록』 중 세종이 남긴 부고에서도 볼 수 있다.

“크고 작은 형벌을 애써 삼가서 불쌍하게 할 것을 관리에게 경계하여, 비

록 일태일장(一笞一杖)일지라도 모두 조정율문(朝廷律文)에 따라서 하고, 

절대로 함부로 억울하게 하는 것을 금하여, 교령(敎令)에 기재하여 나라 

안에 반포하고, 관청의 벽에 걸어 항상 경계하여 살피기를 더하게 하기

를, 안옥(犴獄)에 이르기까지 하고, 도면을 그려서 안팎에 보여 그림에 따

라 집을 짓게 하되, 추운 곳과 더운 곳을 다르게 하였으며, 구휼하기를 심

히 완비하게 하여, 횡약에 걸려 여위고 병든 자가 없게 하였다”

출처: 『조선왕조실록』, 법무부(2013b) 재인용.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사법제도가 개편되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옥(獄)

은 감옥(監獄)으로 변했다. 전옥서(典獄署)는 감옥서(監獄署)로 개칭되었고,

부설 옥(獄)을 모두 폐지하여 행형사무를 일원화하였다(김용준, 이순길, 1999;

이백철, 2016). 이후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1907년 감옥서를 감옥으로

개칭했다. 이후 옥은 더 이상 인본주의 사상을 지니지 않았고, 죄인을 감시하

고 관리하는 기능을 더욱 키워갔다.

나. 1910년-1945년: 형무소로 명칭 변경과 신체형 처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게 되자 1909년 7월 12일 ‘한국의 사법 및 감옥 사

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각서’인 기유각서(己酉覺書)에 의해 대한제국 감

옥에 대한 권한을 일본에 박탈당하게 된다. 일본은 1908년 10월 21일에 경성

감옥(京城監獄)을 설치했고, 1919년에 3·1운동이 발생하자 감옥을 확장했다.

1923년 5월 5일에는 총독부령 제72호로 감옥의 명칭을 형무소(刑務所)로 변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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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무소로 감옥의 명칭이 변경된 것에서 옥이 결국 형에 대한 업무만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죄인은 감시와 관리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처벌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겨진 것이다. 따라서 형무소 시대 교화의 의미는 분명 전옥서

시대에 의미했던 바와는 다르다. 확실한 것은 전옥서 시대 옥(獄)에서는 인본

주의가 주된 사상으로 운영되었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형무소는 인본주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신체형 처벌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1910년부터 1945년 일제강점기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일본

은 조선을 점령하여 정치와 경제, 문화 등의 영역을 통치했다. 일본은 조선인

의 신체와 정신을 통제하고자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유철, 김순전,

2016). 대표적으로 일본은 조선인을 황국신민화하기 위해 교육을 제공했다. 황

국신민화 교육은 조선인을 일본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국민인 황국

신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권오현, 2011; 강진호, 2015).

황국신민화 교육의 내용은 「조선교육령」(칙령 제229호, 1911. 8. 23., 제

정)과 「보통학교규칙」(조선총독부령 제110호, 1911. 10. 20., 제정)에서 알

수 있다. 일본이 조선인에게 교육을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조선인

을 황국신민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권오현, 2011; 강진호, 2015).

예컨대, 「조선교육령」 제2조에 명시된 ‘충량한 국민 육성’에 대한 사항은 한

국인을 천황과 일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조선교육령」제3조 ‘시세와 민도에 적합한 교육’은 일본 국민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만을 길러주는 우민화교육과 민족차별교육을 의미했다(박현옥,

2007). 「조선교육령」에 따라 일제강점기 일본은 조선인에게 한국사 교육을

폐지하고 일본사 교육만 실시했다(권오현, 2011).

특히 감옥은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 주요 기관으로 운영되었다. 일본은

1908년 10월 21일에 경성감옥(京城監獄)을 설치했고, 수감자가 점차 늘어나자

1909년 말에는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경성감옥의 분감옥(分監獄)을 설치하였

다. 1912년 9월 3일에는 경성감옥을 서대문 감옥으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1919

년에 3·1운동이 발생하자 감옥을 또다시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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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5월 5일 총독부령 제72호로 감옥의 명칭이 형무소(刑務所)로 변경되

었다. 형무소(刑務所)란 形(형벌 형), 務(일 무), 所(장소 소)의 한자어 뜻대로

형벌에 대한 업무를 하는 곳이다. 명칭을 변경한 것은 감옥의 운영 목적도 변

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당시 신문 기사(1923. 5. 6. 매일신보)에서는 감

옥이란 이전의 옥(獄)과는 달리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용하여 그의 품성을

고치고 선량한 사람이 되게 하며, 또한 체력을 건전히 하여 직업을 얻게”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자 한 목적이라고 하였다25). 여기서 ‘품성’은 황국신민의 자

세와 태도를 의미했다. 일본이 형무소의 형식적 목적을 이와 같이 명시한 것

은 1920년대 조선에 존재했던 옥의 기능을 부정하고, 형무소를 일제의 식민통

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옥을 형무소라 변경하는 것에 대해 조선총독부 법무 당국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명칭을 변경한다 함은 형식에 지내지 못함이라 생각을 할 

듯 하나 그러나 명칭에도 대단한 영향과 관계가 있는 바이라. 세상 사람

은 감옥이라 하면 구일의 獄(옥)과 같이 알지만은 현재의 감옥 제도는 그

와 같은 것이 아니오. ...(생략)... 범죄한 자를 수용하여 그의 품성을 고치

게 하여 선량한 사람이 되게 함과 동시에 체력을 건전히 하며 직업을 얻

게 함이 그 근본취지요, 형벌을 쓰는 본 뜻이 또한 이에 있는 바이외다.”

출처: 1923. 5. 6. 매일신보. 

“감옥이라는 문자는 구시대의 뇌옥(牢獄)을 연상시키고 어조가 생경하여 

재감자는 물론 일반사회에도 친숙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칭하여 

청신한 기분이 들게 함으로써 내용과 외관을 면목일신하여 근대행형제도

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려는 데 있다.”

출처: 朝鮮總督府法務局(조선총독부법무국) 行刑課(행형과)(1939). 

「朝鮮(조선)의 行刑制度: 14, 한인섭(2007): 9 재인용. 

25) 每日申報, 1923. 5. 6. ‘監獄(감옥)을 刑務所(형무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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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전국 형무소는 총 25개, 지소 2개가 있었으며, 일제 말기에는 형무소

17개소, 지소 11개소 및 보호감호소가 운영되었다(김용준, 이순길, 1999). 형무

소의 수를 증설한 것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권력을 가시적으

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Foucault가 말한 권력의 가시화가 일제강점기 감옥

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1) 형무소의 운영과 전개: 조선인 수감자에 대한 통제 강화

일제강점기 형무소에서는 조선인 수감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특히 형

무소에서는 조선인 항일운동가를 향한 가혹한 신체형 처벌이 감행되었다. 일

제강점기 항일운동가에 대한 혹독한 고문의 흔적은 김구의 자서전인 『백범

김구』와 김광섭의 『나의 옥중기』, 이소가야의 『우리 청춘의 조선』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박경목, 2014; 고순희, 2019). 일제는 저항하는 조선인을

범죄자로 보았고(윤상원, 2017), 이들은 감옥 전체 수감자의 87.73%를 차지했

다(박경목, 2016). 즉, 일제강점기 일제는 조선인에게 황국신민이라는 정신개

조를 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을 통치했고, 일제에게 저항하는 자들을 범죄자로

보고 엄벌주의로서 강력한 신체형 처벌을 가했다.

1912년에는 「조선태형령」(조선총독부제령 제13호, 1912. 3. 18., 제정)을

제정하여 조선인 수감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조선을 비롯한 동양에서 가

장 효과적인 교화의 방법은 치욕을 부과하는 것(이종민, 1999)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태형을 부활시켜 조선인 수감자에게 혹독한 매질을 했다. 태형에 대해

한 외국인이 기사를 쓴 내용을 보면 당시 태형이 과도하게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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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必要)없는 가혹(苛酷)한 九十度笞刑(구십도태형)을 십도(十度)나 이

십도(二十度)로 변(變)함이 현명(賢明)하고 또 환영(歡迎)할바이라하노라. 

가혹(苛酷)한 태형(笞刑)으로 인하여 피형자(被刑者)가 심(甚)히 상(傷)할 

뿐 아니라 괴저(壞疽)로 인하여 사망(死亡)에까지 지(至)하는 사결(事決)코 

비일비재(非一非再)이였나니라.”

출처: 1920. 4. 20. 동아일보. 

위의 신문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이 조선인에게 “구십도태형” 즉,

태형을 90대나 부과하여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비일비재했다26). 일본이 조선

인에게 태형을 가혹하게 부과한 것은 자신의 권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 속에는 수감자의 육체를 길들여 정신을 변화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이를 보는 일반인들의 정신과 자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즉, 일본은 조선인 수감자의 항일 정신을 없애고 황국신민으로

서 길들이고자 이들의 육체를 학대했다(박경목, 2018; 전병무, 2021).

또한, 당시 사법부 감옥의 담당자는 조선인에게 태형을 부과해야하는 이유

를 수형자들의 낮은 교육 정도에서도 찾았다. 일본은 서대문 감옥의 약 70%

의 수감자가 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명예와 수치의 관념이 없는 열등자”로 취

급하였다(사법부감옥과, 1917: 82; 이종민, 1999: 202 재인용). 조선인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열등한 자이기 때문에 신체에 매질을 하는 것은 이들의 변화

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여겼다.

1920년대 신문 기사(동아일보. 1922. 7. 25.) 중에서는 형무소에서 출소한 자

를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것이 있다. 그 기사에는 “감옥관리의 몸”이라는 표현

이 나온다27). “옥중에 한번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자유가 구속되고 모든

권리가 박탈”된다며 표현한 말이다. 이는 감옥에 수감되면 수감자의 신체는

관리의 대상으로서 통제되었던 모습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6) 1920. 4. 20. 동아일보. ‘朝鮮統治改良(조선통치개량)에 對(대)한 外國人(외국인)의 觀
察(관찰)’

27) 1922. 7. 25. 동아일보. ‘監獄(감옥)에 對(대)한 予(여)의 主文(주문), 主文(주문)을 守
(수)치 못할 理由(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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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형무소는 사형집행소라는 의미로도 해석되었다(김병화, 1976),

형무소는 조선인들의 신체형 처벌이 감행되었고 사형까지도 행해지던 곳이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항일운동가를 ‘사상범’이라고 부르

고 형무소에 가두었는데, ‘사상범’이라는 언표는 1920년대에 항일운동가 관리

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표다. 1928년 5월 ‘사상계검사사무분장규정’에서

‘사상범’이라는 용어가 공식 사법행정의 문서에 처음 등장했고, 1936년 사상범

보호관찰에 관한 입법에 성공하면서 ‘사상범’은 처음으로 법적 용어로 등장한

다(강성현, 2013). 일제강점기 형무소에서 일제는 조선인을 통제하고자 이들을

‘사상범’이라 부르며 과도한 법을 적용했다. 이들에게 사형 집행도 시행한 것

은 사형이 식민지 지배 통제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말한다(전병무,

2021).

항일운동가에 대한 가혹한 행위는 「치안유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더욱 정

당화하였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 4월에 공포되었고, 1925년 5월부터 시

행되었다. 1925년 일본은 소련과 국교를 수립하고 보통선거를 도입하였는데,

이로 인해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거세질 것을 우려하여 「치안유지법」을 제

정한 것이다(홍종욱, 2018). 「치안유지법」의 제1조는 “국체를 변혁 또는 사

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다든가 또는 그 정황을 알고 그

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이라고 명시하여 일본에

저항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치안유지법」 외에도 조선인

항일운동가를 통제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었다.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조선총독부제령 제7호, 1919. 4. 15. 제정)이다. 제1조는 “① 정치의 변혁

을 목적으로 다수공동으로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하고자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다만 형법 제2편 제3장의 규정에 해당

하는 때에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이

를 선동한 자의 죄도 전항과 같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법은 행위의 결과를 두

고 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목적을 판단하여 처벌하는

법이었다(강성현, 2013). 즉, 「치안유지법」과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 등은 일본이 조선인의 범죄를 판단하여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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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사상과 생각을 판단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이 조선인에게 과도하게 법률을 집행하고, 이에 따라 사형도 많이

이루어졌다(전병무, 2021)는 점에서 위와 같은 법의 탄생은 식민지배의 통제

수단으로 작동했다.

일제는 항일운동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예방구금소인 보호

교도소(保護矯導所)도 운영했다. 보호교도소는 일제 말기에 일본이 애국지사

등을 더욱 강하게 탄압하기 위해 설립되어 운영된 시설이다. 보호교도소는

1941년 2월 12일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조선총독부제령 제8호, 1941. 2.

12., 제정)에 따라 치안유지죄를 범할 위험이 있다는 자의적 판단만으로도 애

국지사 등을 예방구금소에 가뒀다(박병용, 2006). 당시 신문에서는 “사상수련

(思想修練)의 도장(道場) 금일, 보호교도소(保護矯導所) 개소”라는 제목으로

보호교도소의 목적과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28).

“보호교도소의 임무는 다 아는 바와 같이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고 처

형되어 현재 복역하고 있는 자가 이미 출소하고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고 현재 보호관찰 중에 있는 자로 금후 다시 그와 같은 죄를 범

할 염려있는 자를 일정한 기간으로 수용 구금시켜 사회를 방위하고 동시

에 수용자 본인을 교화훈련시켜 충량한 황국신민에 복귀시키는 데 목적

이 있다. ...(생략)...또 일단 구금한 자도 교화훈련을 시킨 결과 황국신민으

로서의 심혼(心魂)을 연성하고 또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때가 되면 

어느때든지 그를 퇴소시킬 수가 있는 것이므로 사상전파자라고 하더라도 

참으로 사상을 전환하여 가지고 황국신민으로 복귀한 자는 하등의 불안

을 가질 필요가 없다.” (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1941. 3. 12. 매일신보. 

28) 매일신보, 1941. 3. 12. ‘사상수련(思想修練)의 도장(道場) 금일(今日), 보호교도소(保護
敎導所) 개소(開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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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자의 관리: 수형기록카드의 탄생

일본은 지속적으로 항일운동가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았다. 일본

에 저항하는 자들을 특별히 모아두는 시설을 만들어 “교화훈련”29)을 시켰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형무소에서 조선인에게 신체의 고문과 학대를 일삼았다는

기록(서대문형무소 역사관30))을 감안하면 교화훈련도 신체의 처벌이 감행되

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941년에는 예방구금소를 서대문형무소 내에 설

치하여 항일운동가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다(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

넷 홈페이지31)).

무엇보다도 일본은 항일운동가 수감자를 관리하기 위해 수형기록카드를 만

들었다(이애숙, 2014). 수형기록카드는 일제 경찰관서에서 주요감시대상을 관

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인물카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은 카드에 주요

감시대상의 사진과 함께 형명과 형기, 언도관서, 언도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이

들을 관리했다. 이 카드는 1919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작성되었

다(박경목, 2018). 인물카드는 형무소에서 수형기록카드로 불리며 사용되었는

데, 4,630명의 카드 중 18명을 제외한 4,612명(99.61%)의 조선인 수감자에게는

‘사상범죄’ 혹은 ‘동원령 위반’이라는 죄명이 부여되었다(박경목, 2016). 사상범

이나 동원령 위반으로 수감된 자들 외에도 강도, 절도, 방화, 사기 등의 죄명으

로 수감된 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도 치안유지법이나 보안법, 국가총동원법

등의 범죄와 함께 죄명이 함께 부가되었다는 점에서 사상범이나 마찬가지였

다(박경목, 2016).

29) 위의 신문.
30) https://sphh.sscmc.or.kr/archive/overview_03.php
31) http://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Id=0209&levelId=tg_004_2530&

ganada=%EC%9E%90&pageUnit=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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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유관순과 의열단원의 수형기록카드와 인물카드

(좌)유관순의 수형기록카드, (우)의열단원의 인물카드로, 오른쪽 위에는 김원봉이 있고, 하
단에는 김익상이 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32)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수형기록카드 혹은 인물카드는 관리의 변화에 따라 4

가지 형태로 변화했다(이애숙, 2014; 박경목, 2018). 처음에는 신상정보가 형기

와 형명 등 단순한 기록만 포함되었지만(A형) 1920년대 치안유지법이 제정되

면서 사상범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10여개의 기재 항목(호주와

의 관계, 호주의 이름, 부모의 이름 등)이 추가되었다(B형). 이후 1928년을 기

점으로 본격적인 사상 통제로 수감자가 급증하고 일반인의 저항이 증가하자

현장 실무에 불필요한 기재 사항을 과감하게 삭제하였다(C형). 마지막으로 D

형은 수감자의 인적 관계망과 소속 조직과 단체의 동향 등을 확보하여 지속적

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담아 변화되었다(이애숙, 2014; 박경목, 2018).

32) http://www.history.go.kr/board/boardDetail.do?groupId=000000000302&menuId=
000000000306&pageId=000000000003&itemId=000000011198&itemIndex=0&action
=%2Fboard%2FboardList.do&condition=both&keyword=%EC%9D%B8%EB%AC%BC%
EC%B9%B4%EB%93%9C&category=&totalCount=1&page=1&rowPerPage=8&search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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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에 관한 특징과 죄명 등을 기록한 것은 수감자 개인을 “자료의 영역”

안에 넣어 관리하고자 함이다(Foucault, 1975: 295). 수감자에 대한 기록은 수

감자 개인에 관한 일련의 기호체계를 형성하였고, 이 기호체계는 수감자 집단

의 전반적인 현황의 특징을 보여주고, 수감자 사이에 있는 특정한 항일 운동

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일본은 수감자들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조선인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억압했다. 이러한 카드는 “범죄수사

상 가장 유효한 자료”였다33). 다시 말해 수형자기록카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항일운동가를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일제강점기에 탄생한 인물 카드는 2018년 10월 등록문화재 제730호로 등록되

었다(국사편찬위원회 보도자료, 2018).

1930년대 일본은 사상범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상범수형자 소표(思想

犯受刑者 小票)’를 만들어 시행하기도 했다. 사상범의 사상 전향의 정도를 10

개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없음(無), 보통(普通), 있음(有) 등으로 구분하여 조

사했다(서대문형무소직원교우회, 1939: 박경목, 2015 재인용; 강성현, 2013). 사

상범 중 강경한 사상범에게는 별도로 ‘비전(非轉)’ 이라는 한자가 써져있는 표

식을 만들어 수감자 기록 표지의 좌측 상단부에 붙여 특별 관리했다(서대문형

무소직원교우회, 1939: 박경목, 2015 재인용). 비전향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보다 엄격하게 했던 모습이다. 일제강점기 사상범을 관리하기 위한 표식은 다

음 [그림 Ⅳ-3]과 같다.

33) 조선일보, 1927. 5. 17. ‘고등요시찰인 사진표 5천여장, 한 시간에 1백여장 구어 내는 
정교한 사진기계 놓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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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비전향자 표식 

출처: 박경목(2015): 178. 

이러한 배경에서 형무소는 수감자를 황국신민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각종

제도를 시행했다. 일본의 통치는 조선인의 황국신민화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

에(김소륜, 2011; 안주영, 2020). 형무소 수감자에게도 황국신민이 될 것을 강

요했다. 그 방법으로는 예컨대, 형무소에서는 누진처우제를 운영하여 이들을

황국신민화하고자 했다. 누진처우제는 1937년 11월 9일 일본이 총독부령 제

178조로 「조선행형과 누진처우규칙」을 제정한 것에서 시작된다(공주교도소,

2020). 일본은 누진처우법인 징역표를 제정하였는데, 수감자를 보통자, 특수기

능소지자, 노유자, 부녀의 4종으로 구분하고 각 종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었

다(박병용. 2006; 박은하, 2009). 1등급 모범수에게는 좋은 처우를 제공하기 때

문에 일제는 등급이 좋은 수감자에게 제한된 권한을 쥐어주며 그렇지 못한 자

들에게는 사상의 전향을 유도했다. 사상을 전향하지 않는 사상범에게는 엄격

한 통제를 통해 이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 누진처우제의 좋은 처우

를 받으려면 전향을 해야했다. 비전향 사상범은 누진처우제의 좋은 등급을 받

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박경목, 2015).

이와 같이 일제는 권력을 비가시화했고, 이러한 미세권력은 수많은 사상범

에게 스며들어 일본의 통치에 순응하는 인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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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46년-1961년: 혼란 속에서의 교정 조직 정비

1945년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한국은 미군정기가 시작되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의 미군정기 한국은 정치와 경제,

교육 등의 구조와 통치 형태의 틀을 형성하였다(김수자, 2002). 특히 미군정기

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사회에 확산되면서 전향하지 않은 자에 대한 통제를 강

화했다. 일제에 의한 식민지 교육을 청산하고 교육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증가했다(오욱환, 최정실, 1993).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법무부가 설치되었다. 1950년 3월

2일에는 「행형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는 교정 조직을 정비해 나갔다. 즉,

이 시기는 교정의 시스템을 구축한 시기다.

해방 이후에는 문맹퇴치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한국에서는 ‘아

는 것이 힘’이라는 구호 하에 문맹퇴치운동이 전국민적으로 일어났다. 해방 이

후 문맹퇴치운동은 한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성인교육으로서

매우 중요한 입지를 차지했다. 당시 신문기사(동아일보. 1947. 8. 3.)에는 “아는

것이 힘. 성인교육(成人敎育) 활발히 전개. 빠짐없이 배우자 우리나라 ‘글’”이

라는 제목의 기사가 지면 한 면을 모두 채웠다. 해당 신문기사의 3면에는 문교

당국활동으로서 한글 교육에 대한 기사, “글자의 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

“문화향상에 계몽뿐 공민의 자격은 글을 알아야”한다는 기사 등 한글을 배우

자는 내용이 써져있다. 말하자면, 해방 이후 한국은 문맹퇴치를 위한 한글 교

육이 가장 대표적인 성인교육으로서 시행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형무소에서

도 수용자에게 한글 교육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되

었다.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한 후 유엔군의 참전과 인천상륙

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었다. 이후 전선은 북상하여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올라갔지만 중공군의 참전으로 다시 남쪽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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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쟁은 한국 사회 시스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고, 한국인들의 삶의 변화

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으로 인한 대표적 변화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

회 시스템에 장착되었다는 점이다(주철희, 2016). 대한민국 정부 수립 2개월만

에 발발한 여순사건은 반공주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계기가 된다. 여순사

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지역에 주둔하던 군부대의 군인

들이 제주에서 일어난 민중 봉기인 4·3 사건 진압을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이

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여순사건을 계기로 반공주의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기

회로 활용했다(강성현, 2013; 주철희, 2016; 선휘성, 2020). 1948년에는 ‘반공’이

라 여겨지는 자를 ‘빨갱이’라고 부르며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빨갱이’

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담겨 있는 언표로서 이들은 적이고 타도되어

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다(이혜연, 2018). 당시 사회에 ‘빨갱이’라는 언표가 확

산되었던 것은 정부가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들에 대한 통제

를 강화했기 때문이다(강성현, 2013).

우리나라에 반공이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 당시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반공교육을 실시한다. 1954년에는 초등학교 교육용 반공독본

교과서가 발간된다. 반공교육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표어 그리기 대회, 포스터

그리기 대회, 반공웅변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주입했다(서중석,

2020).

대표적으로 반공교육은 도의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도의교육은 인간개

조의 수단이었다(김희정, 2020). 이 시기의 교육은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로

보았고, 이는 행동주의 이론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행

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집단주의적 훈육이 필수적이었다(김우영, 2016). ‘건전

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사회에서 강력하게 받아들여지던 시

대다. 신체를 처벌, 훈련함으로써 정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일제강점기의 규율

담론이 지속되었던 모습이다.



- 156 -

“현대 교육이 아동 중심 이념 아래 있으나 교육실제에 있어 특히 신체적

인 것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신체를 떠나서는 정신은 없다. 건

전한 정신이야말로 건전한 신체에 있을 것이다. 교육은 오직 자아의 자유

스러운 성장과 발전으로 말미암아 전진 향상할 수 있으며 이로써 완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출처: 김사달(1948): 47. 김희정(2020): 108 재인용.

이러한 반공 이데올로기는 형무소 수용자에게도 강조되었다. 즉, 형무소는

수용자에게 반공정신을 가진 자세와 태도를 함양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리하면, 이 시기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시기이지만 미군정기를 맞이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혼란의 시기다. 사회에서는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으로 자리잡았고, 국가는 이를 위해 반공교육과 도의 교육 등을 제공했

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법무부를 설치

하면서 교정 조직을 정비하였다.

1) 형무소의 운영과 전개: 수용자 인구 증가와 행형법의 제정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전국 형무소에서는 그 다음날인

8월 16일 사상범이 석방되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

었다. 한편으로 해방과 동시에 한국은 미군정기가 시작된다. 1945년 9월 28일

에는 미군정청 법무국이 설치된다. 해방 당시 한반도 전역에는 17개의 형무소

와 11개 지소가 있었는데, 이 중 38선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12개 형무소와 7개

지소가 있었다. 1946년 3월 28일에는 형무소 지소 6개가 형무소로 승격되었다

(치정협회, 1947).

미군정기에는 행형의 기본이념을 민주행형에 둔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1946

년 3월 23일 형정국장이 각 형무소장에게 하달한 지시사항을 보면 알 수 있다

(최정기, 2007). 미군정 당국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각종 법규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이를 사용할 때 민주적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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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식(減食)벌은 인도 상 가혹한 제재이므로 금후에는 범행 종류의 여

하를 막론하고 감식 벌을 가할 필요가 있을 시는 다른 종류의 징벌로서 

이것을 대행할 것. 

2. 형구를 사용할 경우에 장구한 시일에 걸쳐 수정(手錠)을 이용하며 또

는 수상(手上)의 사용으로 인하여 심신에 이상을 생(生)하게 하는 것은 인

도 상 고려할 문제이므로 그 범행에 鑑(비추어)하여 부득이 手錠(수갑)을 

사용할 시는 가급적 단시일에 그치도록 할 것”

출처: 치정협회(1947): 74-75. 최정기(2007): 73 재인용.

미군정기 형무소에서는 일제강점기와는 다른 행형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

는 기대와는 달리 많은 부분 일제강점기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

아, 일제의 잔재로부터 탈피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장규원, 1995; 박병용,

2006). 또한, 미군정기에는 「군정법령 제21호」(1945년 11월 2일)에 의해 한

국인을 차별하던 법령을 폐지하였지만 일제강점기 적용되었던 많은 법령은

존속되었다(이재상, 1995; 최정기, 2007; 공주교도소, 2020).

행형에 대한 업무는 법무국 내의 형무과가 담당하였으며, 법무국이 사법부

로 개편되면서 형무과는 형정국으로 격상되었다. 1947년 5월에는 형정국 내의

과를 개편하여 형무과, 작업과, 서무과, 교무과, 보호과 등 5개의 과를 운영하

였다. 1947년 3월 31일에는 「과도정부 법령」 제172호로 「우량수형자 석방

령」을 공포하고 선시제도를 도입했다(공주교도소, 2020).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찾아온 미군정기에 많은 민중들은

미군정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박이준, 2007).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면

서 사상범의 석방으로 형무소 수용인원은 해방 직전 20,900여 명에 달하던 수

에 비하여 2,600여명에 불과하여 많이 줄었지만,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이에 대

한 저항과 함께 경제난국으로 형무소 인원은 또다시 급증했다(최정기, 2007).

즉,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불과 1년만에 전국의 형무소는 또다시 초만원을

이루게 된다. 1946년 초에는 남한 지역에만 15,000여명이었고, 1946년 말에는

10,008명, 미군정이 종식될 시점에는 22,279명에 달했다(치정협회, 1949).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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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수용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1949년 10월 27일 「형무소 설치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207호)에 의해 영등포와 부천형무소를 설치하고 형무관

1,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여주교도소, 2011).

우리나라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고 동시에 법무부를 설치하

였다. 이후 법무부는 과도정부 사법부를 거쳐 법무부 형정국을 설치하였다.

1949년에는 부천형무소와 영등포형무소가 신설되면서 한국의 교정업무가 확

대된다. 1950년 3월 2일에는 「행형법」을 제정하여 교정행정의 틀을 마련했

다(법무부 브로슈어, 2019). 당시 「행형법」(법률 제105호, 1950. 3. 2. 제정)의

제 1조는 “본법은 수형자를 격리보호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

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응보행형에서 벗어나 교육행형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 내용과 형식은 기존의 일제강점기 감옥법의 형

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장규원, 1995; 박병용, 2006; 이언담, 2015).

즉, 이 시기는 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형무소의 수용자 인구가 증가

한 시기다. 그러나 이 시기는 교정의 역사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법무부가 설치되면서 교정행정의 틀을 마련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 수용자의 관리: 사상범 관리 강화와 모범수형자의 탄생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사상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당시 형무소에

는 사상범이 다수를 차지했고, 사회에서도 수용자들을 사회의 질서를 붕괴하

는 ‘적’으로 인식했다(최정기, 2007).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형무소에서는 교화

란 좌익사상으로부터 전향하는 것이었다. 형무소 재소자용 잡지인 『새길』을

보면, 1950년대 전향을 권유하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예컨대, 1950년대 『새

길』 잡지에는 ‘전향서’, ‘전향하면서의 성명’ 등의 글이 다수 실려있다. 전향서

는 “붉은 사상을 박차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며”(법무부, 1959: 137), “공산주

의의 죄악상을 깊이 반성함과 동시에 앞으로 개인으로나 국민으로나 갱생한

새사람으로서” 변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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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들의 모략선전에서 회개하고 우리 백의 민족의 북한동포를 

철의 장막의 암흑 속에서 구출하여 국토통일을 완수하는데 헌신할 것을 

맹세합니다. 계속적인 자기 반성을 하여 참다운 인간으로 가치있는 생활

을 하는데 실천행동으로써 표현할 것이며..(중략).. 앞으로 소내 규칙을 엄

수하고 모범적 인물이 되어 공신주의에 대한 미련과 추억을 가진 자에게 

적극적으로 세뇌시켜 하루속히 자유인민의 성원을 이룩하도록...할 것을 

맹세합니다.”

출처: 법무부(1957): 57.

1950년대 형무소에서 사상을 전향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은 당시 만들어진

규정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컨대, 1956년 10월 29일에는 「가석방심사

규정」(법무부령 제19호, 1956. 10. 29., 제정)과 「행장심사규정」(법무부령

제20호, 1956. 10. 29., 제정)이 제정되었고, 1957년 7월 19일에는 「재소자식량

급여규정」(법무부령 제21호, 1957. 7. 19.. 제정)이 제정되었다. 「가석방심사

규정」 은 가석방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사항 제2조(신원

관계 및 심사사항)에는 “건강상태”, “정신상태(지능, 감정 및 의지)”, “사상 및

신앙”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중 사상과 신앙에 대한 항목이 가석방의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사상을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장심사규

정」는 정기심사, 석방심사 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총 5등급으로

나누었다. 심사는 제8조에 따라 “개과의 정상”, “책임관념”, “의지의 강약과 작

업” 등에 따라 결정되었다. 행장심사도 수형자의 정신과 자세 등을 주된 심사

항목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상에 대한 내용도 심사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당시 재소자는 「재소자식량급여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식량이 달라

졌다. 「재소자식량급여규정」 제 2조에 따라 1등식은 총 3,448칼로리가 제공

되었고, 2등식은 2,150칼로리, 3등식은 2,850칼로리, 4등식은 2,400칼로리 5등

식(病食)은 2,236칼로리가 제공되었다. 1등급(918g)은 최중노동인 영동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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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역수, 2등급(834g)은 중노동인 출역수, 3등급(753g)은 경노동인 출역수 재소

자, 4등급(669g)은 작업을 하지 않는 미지정 불취업자, 5등급(604g)은 징벌로

인한 감식자 등에게 급식했다(공주교도소, 2020). 형무소에서는 등급에 따라

식량을 다르게 제공하기 위해 ‘밥틀’을 활용했다. 일명 ‘가다밥’이라고 불리는

데, 이는 일제강점기 형무소에서 사용되었던 방식이다(공주교도소, 2020). 일

제강점기 ‘가다밥’은 노역의 강도에 따라 총 10등급 정도로 구분하여 배급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박물관 소장 자료). 틀 밥의 모양은 다음 [그림 Ⅳ-4]와 같

다.

[그림 Ⅳ-4] 틀 밥(일명 ‘가다밥’) 

출처: 공주교도소(2020): 171. 

그러나 일제강점기 수감자에게 배급되던 식량이 대부분 정해진 규정 이하

로 배급되었다는 점과(서대문형무소 역사박물관 전시 자료) 1970년대에도 규

정보다 밥을 적게 준다는 점34)에서 이 시기에도 ‘가다밥’은 규정이 잘 지켜지

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1958년 3월 21일 신문에는 “좌익수형자(佐翼受刑者)들 교화강화(敎化强化)

하라. 법무부장관지시(法務部長官指示)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35) 당시 법

34) 1974. 10. 25. 동아일보. 鉄窓(철창)속의 別天地(별천지) (中(중))「가다밥」과「곰삭았다」
35) 1958. 3. 21. 경향신문. ‘佐翼受刑者(좌익수형자)들 敎化强化(교화강화)하라 法務部長

官指示(법무부장관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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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 장관이었던 홍진기는 전국형무소장에게 사상범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내용은 서울형무소에서는 좌익수형자를 철저하게 교화하기 위해 무

인도에 수용하거나 특정한 형무소를 특설하여 격리 수용할 것 등이다. 1960년

1월에는 좌익사상범의 ‘카드’를 작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다36). 이는 일

제강점기 일본이 항일운동가를 관리하기 위해 작성했던 ‘인물카드’가 해방 이

후에 또다시 작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해방 이후 수용자의 관리 방식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는 지도원

제도에서 볼 수 있다. 지도원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경비원제도로부터

시작되었다. 경비원제도는 도주사고가 반발하는 등의 사고를 막기위해 모범수

형자를 선발하여 경비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방 이후 제1공화국

초기에는 경수(警囚)로 불리다가 1958년부터 지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형

무관의 보조업무를 수행했다(법무부, 2010). 지도원에게는 특전이 부여되었는

데 예를 들어, 교정시설 내에서 단독 보행을 하거나 자치활동 등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지도원제도의 운영으로 형무소에서는 모범적인 수형자에게 특혜를 주었다.

지도원제도를 통해 수용자의 관리는 오직 형무관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수용

자의 관리를 모범수형자가 일부 할 수 있게 되었다. 형무관은 지도원에게 가

시적인 권력을 일부 이양함으로써 비가시적 권력 주체가 되고자 했다. 형무관

의 권력은 이전에 비해 비가시화되었지만 수용자 개인에게 작동하는 권력은

더 세밀해졌다. 그 이유는 지도원제도는 모범적인 수형자를 선발하여 일반 수

용자로 하여금 자기규율을 강화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지도원제

도는 모범적인 수형자의 상(相)을 만들어 전체 수용자에게 제공하여 수용자

스스로가 규율하는 존재가 되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원제도는 1985년 11월 21일 폐지된다. 재소자의 규율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방조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이다(공주교도소, 2020). 그

러나 이후에도 1급 우량수형자 등의 모범수형자가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모

범수형자의 존재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36) 1960. 1. 11. 조선일보. 査察犯(사찰범)들 ‘카드’ 作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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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 시기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던 만큼 형무소에서도

사상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형무소 수용자에게는 전향할 것이 요구되

었다. 수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형무소는 모범 수형자를 만들어 수용자가

스스로 규율하는 주체가 되도록 했다.

라. 1962년-1979년: 교도소로 명칭 변경과 교정 이념의 도입

이 시기 교도소는 1961년 형무소에서 명칭이 변경되고, 행형법이 제정되면

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다. 1961년 12월 23일 「행형법」(법률 제858호,

1961. 12. 23., 전부 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형무소가 교도소로 명칭이 변

경되었다. 이에 따라 교도소는 형을 집행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수용자의 교정

교화에 목적을 두었다.

1962년부터 1979년 사회의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시기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세워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몰두한

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명랑 사회를 구축하고 국민을 개조하고자 했다. 여기서

‘명랑’은 일반적으로 밝고 유쾌한 감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1960년대 국가가

확산하고자 했던 ‘명랑’이라는 언표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 상태를 넘어 사회적

맥락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감정구조로 작동했다(소래섭, 2015; 김대근, 2019).

당시 박정희 정권이 행하고자 했던 국민의 명랑화란 국가에 대한 저항과 비

판의식으로부터 마비시키는 것을 의미했다(김대근, 2019). 박정희 정권은 ‘명

랑’ 국민으로의 인간개조와 국민정신의 진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건국민

운동을 비롯하여 반공방첩운동, 사회개조운동, 새마을운동 등을 시행했다(한

승연, 2007; 문상석, 2010). ‘인간개조’라는 말은 박정희가 대통령권한대행 시절

인 1962년에도 즐겨쓰던 표현이다. 그는 1962년 10월 3일 개천절에서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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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제도(制度)와 계획(計畫)을 운용(運用)하는 국민

(國民)의 정신(情神)인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개조(人間改造)가 혁명과업

(革命課業)에서 가장 절실하고도 부단(不斷)히 요청(要請)되는 까닭이 있

으며 우리의 민족적(民族的) 능력(能力)은 또한 역사(歷史)가 능(能)히 이

것을 증명(證明)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過去)의 

오욕(汚辱)에 사로잡힘이 없이, 다시 되풀이함이 없이 오직 있어야 할 민

족(民族)의 번영(樊英)을 위하여 홍익인간(弘益人間)의 민주적민족정신(民

主的民族精神)을 다시 선양(宣揚)해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국가재건(國

家再建)의 새로운 역사창조(歷史創造)에 전지능(傳旨能)을 합심(合心)하여 

경주(傾注)할 때는 온 것입니다.” (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대통령권한대행 박정희 의장 담화(1962). 1962. 10. 3. 동아일보 재인용37).

박정희 대통령 담화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정부는 국민을 ‘인간개조’하는

것이 혁명을 위한 과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다. ‘명랑’의 강조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부터 본격화된다(김대근, 2019). 1961년 7월에는 “명랑생활

운동”(동아일보, 1961. 7. 18.)이 전개되었고, 1966년 4월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김현옥은 “명랑한 서울, 깨끗한 서울, 살기 좋은 서울”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강준만, 2004: 106). 특히 당시 정부는 개조가 된 인간으로서 ‘명랑’한 국민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모범국민을 양성하고자 한다. 모범국민을 선정하고 이

들에게 상을 주는 것을 일반인에게 정부의 가시적 권력을 행하지 않아도 권력

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인간개조) 방법으로선 ‘엄벌주의(嚴罰主義)’가 첫째로 긴요할 것이나, 

그와 함께 철저한 재교육(再敎育)들을 전반적(全般的)으로 실시(實施)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效果的)일 것이며, 또 그와는 달리 우량(優良) 모범공무

원(模範公務員)들에겐 광범위(廣範圍)한 포상제도(褒賞制度)를 설정(設

37) 1962. 10. 3. 동아일보. “인간개조(人間改組)가 절실(切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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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 적극적(積極的)으로 ‘정직(正直)’과 ‘성실(誠實)’을 권장(勸獎)해 나가

는 것이 더욱 큰 성과(成果)를 거둘 것으로 믿는다.”

출처: 1962. 1. 25. 동아일보38). 

인간개조를 위해 정부는 성인교육의 방안도 모색한다. 1962년 11월 3일 문

교부는 ‘종합성인교육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민주국가의 공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에 적합한 기본적인 직업훈련을 치르게 하

여 경제적 활동 능력을 기르는 데 그 중요 목적”을 두었다.39) 박정희 대통령이

말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반공을 의미했다는 점에서(김지형, 2013) 당시 성인

교육은 반공을 주된 내용으로서 다루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명랑한 국민을 만

드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으로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개조 정책을 강화한다. 이는 ‘국

민교육헌장’을 발표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국민교육헌장은 반공 정신을 강조하

며 근면 등을 내세웠다. 국민교육헌장이 발표된 이후, 한국 사회는 ‘근면’, ‘자

조’, ‘협동’이라는 언표가 사회에 확산되었다. ‘국민 교육 헌장’은 전국 초, 중,

고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을 만큼 영향이 컸다. 국민교육헌장의 주요 내용은

반공 사상으로, 국민이 정권에 순응하고 반공 사상은 가지지 못하도록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다(성윤정, 2004).

이와 더불어 1970년에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시행했다. 새마을운동은 박정

희 대통령이 추진한 대국민 운동으로 일명 ‘잘살기 운동’으로 불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면과 성실 등을 강조했다. 국민이 모두 ‘잘살기’ 위해서는 온 국

민이 힘을 합쳐 국가 발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에 대해 “잘살기 운동”으로서 국민이 “부지런”하고 “자조” 정신과 “협동”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농촌은 “잘 사는 농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정

희, 1972).

38) 1962. 1. 25. 동아일보. ‘인간개조(人間改造)’는 汚職(오직)과誣陷(무함)의 根絕(근절)로
부터.

39) 1962. 11. 4. 조선일보. 大大的(대대적)인成人敎育(성인교육) 文敎部(문교부)서計劃(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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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마을 운동의 밑바탕이 되는 그 정신을 우리는 새마을 정신이다, 이

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새마을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농민들의 자

조, 자립, 협동 정신, 이것이 곧 새마을 정신입니다. ” (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박정희 대통령(1972).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제9집 1월편. 대통령비서실40).

1960년대와 1970년대 국민 개조의 목표로 확산되었던 반공정신과 ‘명랑’, ‘근

면 등은 국가의 통치권력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하여 작동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교도소에서도 반공과 ‘명랑’ 등이 강조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전국에 1인 1기가 강조된다. 1인 1기 교육은 일반

사회의 학령기 아동에게도 시행되었다. 1973년 5월 문교부 장관 민관식은

1974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1인 1기 교육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다41).

사실 1인 1기 교육은 1950년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이 일민주의(一民主意)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내세워진 것이다. 일민주의(一民主意)는 남북분단의 상

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초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은 이것에 기반을 둔 국민정신통합, 반공교육, 1인1기 교육을 강조

했다(국가기록원 홈페이지42)). 1960년대와 1970년대도 1인 1기 교육이 강조되

었던 것은 반공을 실천함과 동시에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노동력 양성에 목

적이 있었다.

이러한 1인 1기는 교도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옛적부터 직업적 훈련이 교

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김형탁, 1971) 1인 1기 교육은 교

도소에도 영향을 미쳐 직업교육의 확대로 이어진 것이다.

40)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41) 1973. 5. 28. 경향신문. 9個(개) 오늘,4個(개)는 내일부터 國會常委(국회상위)활동本格

化(본격화)
42)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653&page

Flag=C&sitePage=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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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도소의 운영과 전개: 교육행형의 시작과 부조리 근절 운동

교도소의 역사에 있어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1961년 12월 23일

「행형법」(법률 제858호, 1961. 12. 23., 전부 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형

무소가 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명칭이 변경된 형식적인 이유

는 형무소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의 응보주의의 유물이기 때문에 민주행형을

추구하는 이름인 교도소로 바꿔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구법령인 조선총독부 감옥 관제를 폐지하고, 그에 대체되는 규정을 행형

법에 두게 하며, 현행 형무소의 명칭은 응보형주의의 유물이므로 이를 현

행법의 교도주의 이념에 맞추어 교도소로 변경하여 명실상부한 민주행형

을 기하며..(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43).

당시 행형의 목적이 변화하면서 응보행형은 지양되고 교육행형이 지향되었

다. 그리고 교육행형은 민주적인 것으로서 과거 일제강점기에 실시되었던 신

체형 처벌과는 전혀 다른 철학이라는 것이 강조되었다(이언담, 2015).

한편으로 1970년대 정부는 사회의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

화한다. 사회 부조리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박정희 대통령

이 유신정권을 시작하면서부터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에서 유신이란

평화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낡고 부조리한 것,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것 등

을 없애는 것이라고 하였다(박정희, 1972).

유신 체제가 시작되면서 부조리를 추방하자는 것은 경제, 정치 등의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없애는 데

주력했고44), 문교부도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45). 1975

4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915&ancYd=19611223&ancNo=
00858&efYd=19611223&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
0#0000

44) 1975. 6. 14. 매일경제. 朴大統領(박대통령)지시 "公務員(공무원) 不條理(부조리)시정 
계속.

45) 1975. 4. 25. 경향신문. 敎育(교육)부조리근절 부산한文敎部(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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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에는 법무부에서도 전국 교정시설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암행특

별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했다46).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교도소 내부의 수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1974년 동아일보에서는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3일에 거쳐

「鐵窓(철창) 속의 別天地(별천지)」가 실렸다. 이 코너에서는 교도소 내부의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을 주제로 다루었다. 예컨대, 교도소에서 ‘비둘기날리기’

와 ‘나이롱환자’로 드러눕기, ‘강아지 돌리기’가 있는데 이는 돈만 있으면 가능

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비둘기 날리기’는 비공식적으로 교도소 외부의

사람과 서신연락을 표현하는 은어라고 한다. ‘담당’(담당교도관을 부르는 말)

에게 “편지 좀 쓰자”고 하면 “비둘기냐, 공식이냐”고 묻는 교도관도 있다고 한

다.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비둘기를 한번 날리는데 당시 돈으로 최소 5천원에

서 최고 1만원 이상 받는 교도관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강아지’는 담배를

표현하는데 이것도 금전으로 거래된다고 하였다. ‘나이롱 환자’도 돈만 있으면

옥살이에 대한 흥정도 가능하다고 한다.47) ‘가다밥’은 재소자에게 주는 밥으로

장기모범수부터 신입자까지 4등급으로 나눠 밥의 크기를 달리하는데 이것을

규정보다 작게 만들어 밥을 남겨 만들어 한덩이씩 판다는 내용도 기사에 다뤘

다.48)

한편으로 「鐵窓(철창) 속의 別天地(별천지)」의 마지막 글인 下(하) 편에서

는 교도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알리기도 했다. “일선 교도관들의 최소한의

처우마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도 행정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개선될

필요를 말했다.49) 당시 교도소에서는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도관에 대한 처우

도 매우 열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코너에는 각 글마다 아래의 [그림 Ⅳ

-5]와 같이 삽화가 추가되어 있는데, 1970년대 교도소 내부의 실상을 알 수 있

는 그림이다.

46) 1975. 10. 20. 경향신문. 暗行(암행)감사에착수 矯導所(교도소)·拘置所(구치소)둥 不條
理(부조리) 뽑게.

47) 1974. 10. 24. 동아일보. ‘鉄窓(철창)속의 別天地(별천지) (上(상))「비둘기」와「강아지」’
48) 1974. 10. 25. 동아일보. ‘鉄窓(철창)속의 別天地(별천지) (中(중))「가다밥」과「곰삭았

다」’
49) 1974. 10. 26. 鉄窓(철창)속의 別天地(별천지) (下(하)) 명함없는 矯導官(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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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철창 속의 별천지 

출처: 1974년 10월 24일부터 26일 동아일보에 실린 「鐵窓(철창) 속의 別天地(별천지)」. 
(왼쪽부터 ‘上(상)’편, ‘中(중)’편, ‘下(하)’편).

이러한 교도소 부조리 문제가 대두되자 법무부는 1975년 8월 13일 전국교도

소장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교정시설에서 부조리 해결 문제를 주제로

하여 몇 가지 안들을 지시하였다. 가령, “신입자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할 것

과 재소자에 대한 “사찰을 철저히 하여 신입식을 막을 것”, “교화에만 치중하

기했던 불합리성을 지양, 계호와 교화를 균형있게 운영하여 교정사고를 사전

에 막을 것”과 재소자들의 폭력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TV모니터 등 현대장비

를 이용한 철저한 감시”를 할 것 등을 말했다50). 당시 교도소에서 신입자에 대

한 신입식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수형자 간의 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교화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계호와 교화를 균

형있게 운영하라는 것은 주의깊게 볼 만하다. 당시에는 형무소에서 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된 지 얼마 안된 시기여서 교도소의 목적이 교정교화라는 것에 집

중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안전 사고가 발생하자 계호와 감시도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다. 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교정교화와 관리, 감독 사이의 딜레

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0) 1975. 8. 13. 경향신문. ‘전국 矯導所長(교도소장)회의 "矯正不條理(교정부조리)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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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자의 관리: 분류처우와 각종 규칙의 마련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수용자 관리에 있어 중요한 변화는 분류처우 방안

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수용자 분류는 행형법 개정 이전에도 관련 규정이

있었지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박은하, 2009).

교도소에서는 수형자의 개성과 능력, 범죄 원인 등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분

류하여 개별 처우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64년

7월 14일 「수형자분류처우방안」(예규 39)이 마련되었고, 행장심사와 분류처

우를 일원화한 「교정누진처우규정」(법무부령 111호, 1969. 5. 13.)가 제정·시

행되었다. 누진처우제는 수용자의 개선정도에 따라 교정처우를 완화하여 교화

와 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수형자의 단계를 4개로 구분하여 상위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교육, 작업 등의 처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남상철,

1998).

수형자 분류처우가 시행된 것의 토대는 1962년 7월 27일 모범교도소 운영방

안이 제정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모범교도소에는 집금대상자에 속하는 자들

이 수감되었다. “집금대상자”는 형기에 따라 “보호관계가 양호하며 도주 및

재범의 우려가 없고 개선의 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폭력범이나 밀수

범, 마약범 등은 제외되었다(「모범교도소 집금대상자의 기준」(1962. 7. 27.).

여기서 모범교도소 수용자를 ‘집금대상자’라고 표현한 것은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말이다. 당시 ‘집금대상자’는 집단적으로 감금되어도 괜찮은 존재를 의미

했던 것으로 현재 ‘모범수용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권력에 저항하

지 않고,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는 자라면 집단적으로 감금하여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집금대상자를 수감했던 당시 모범교도소에서는 수용자를 다시 분류하여 4

개의 반을 운영하였다. 반은 아래 [표 Ⅳ-1]과 같이 훈련반, 선행반, 재건반, 반

성훈련반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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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훈련반
∙전국에서 집금 후 훈련반에 편입
∙1개월 동안 교육훈련 실시

선행반
∙교육훈련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재건반에서 강등된 자
∙1개월 이상의 기관이 경과해야만 승급 가능

재건반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최상위 단계의 반
∙선행반의 수형자와 기능수형자가 누진계급 1급 승급시 편입 가능
∙과실범수형자가 2급으로 승급시 편입
∙재건반 수용 사동은 쇠창살이 없고 거실문을 잠그지 않은 개방 시설

반성
훈련반

∙수형자가 규율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거나 이로인해 징벌처분을 받
고 집행을 종료했을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반성훈련반에 편입시키고 훈련반에 준하는 교육
훈련 실시

출처: 여주교도소(2011): 52. 

<표 Ⅳ-18> 모범교도소 집금대상자 처우반 편성 내용 

분류처우가 시행되고 모범수용자가 탄생한 것은 행형법이 바뀌고 형무소가

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된 것의 영향이 크다. 감옥은 범죄자에게 더 이상 형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교정교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되었다. 형무소에서

교도소로 명칭의 변화는 응보행형에서 교육행형으로의 전환을 말해준다. 이후

행형의 변화를 알리고자 하는 법무부의 노력은 이 시기에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다. 대표적으로 1972년 2월 23일 법무부가 전국 교도소장 회의에서 반구금

제(半拘禁制)를 논의한 것에 대해 “행형의 민주화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

게됐다”(1972. 2. 24. 경향신문)고 한 신문 내용에서도 행형의 변화를 강조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행형의 목적이 응보행형에서 교육행형으로 변화되면서 수용자 관리는 이전

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응보행형을 추구했을 때는 수용자에게 물리

적,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방식이 주된 관리의 방식이었지만 교육행형은 수용

자 스스로가 관리의 주체가 되게끔 한다. 다시 말하면, 1960년-1980년 당시 교

육행형이 공식적인 교도소 철학으로 제시됨에 따라 수용자 스스로가 규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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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치 계호”가 중요한 관리 방식으로 여겨졌다(정주영, 1970). 자치 계호는

수용자가 스스로 규율하는 것으로, 이전에 형무관이 수감자에게 신체적, 물리

적 계호를 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계호다. 당시 『교정』에서는 계

호의 3가지 구분에 대하여 물적 계호, 인적 계호, 자치 계호로 나눠 설명하였

다(정주영, 1970). 정주영(1970)은 형무소에서의 계호는 물적 계호와 인적 계

호가 중심이었다면 교도소는 자치 계호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교육형의 목적이 수형자의 인격의 도야에 있고 감화교육하여 합법적 사

회생활로 순치하는 데 있다고 할 때 계호방법도 종래와 달리 근본적으로 

수정 되어야 할 것이다...(생략)...물적 계호로부터 인적 계호로 또한 현금 

자치계호까지 옮겨가고 있는데 이것은 형벌의 응보적 집행방법으로부터 

교육적 집행방법으로 이행하는 구체화의 증좌라 할 수 있다.” (밑줄 연구

자 강조)

출처: 정주영(1970): 100-101. 

그러나 이러한 분류처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1970년대 『교정』에서는

“수형자는 그 생리적 상태 또는 심리적 상태에 있어서 절대로 동일하지 않고”,

만약 분류처우가 시행되지 않고 “무차별 혼거 수용한다면, 첫째, 교도소의 규

율이 문란해지고, 둘째로, 미지의 범죄수법을 배우게 될 것이므로 악습감염과

그 상승작용(相乘作用)에 의하여 교도소는 범죄의 소굴이 될 것”이라고 하였

다(박도형, 1970: 9). 그러면서 분류처우에 따른 교정교육은 학교교육이나 일

반 기술교육과는 다르게 범죄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형자의 분류를 철저하게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분류처우의 문제는 신문에서도 다뤄진다. 1970년대는 범죄가 ‘감염’ 혹은 ‘오

염’되어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가 뉴스에 여러 차례 보도된다51)52). 특히 1975년

에는 김대두 사건이 벌어져 교도소의 교육 문제와 함께 분류처우의 중요성이

51) 1977. 3. 15. 동아일보. ‘少年院의 敎育的 運營’
52) 1977. 9. 13. 동아일보. ‘矯導更生(교도갱생) 사업과 民間(민간)의 協力(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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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된다. 김대두는 처음에 단순폭력배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1975년 두

차례 범죄를 다시 저질렀는데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질러 교도소에 다시 들어

가게 되었다.

“교도소를 나온지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던 김(金)은 경찰에 붙잡힌 

후 “교도소 안에서 망치와 칼 쓰는 법을 배웠다”고도 했고 “나를 전과자

로 만든 술집 주인에게 복수할 마음만 더해갔다”고도 했다. 결국 김(金)은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정신교육에 교화되기보다는 각종 범죄자들 틈에서 

더욱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이 되어 나온 것이다.“ 

출처: 1975. 10. 15. 경향신문. 

1970년대 중후반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범죄 기술을 배운다는 문제가 지적

되자 교정시설에서는 중범죄자와 경범죄자가 함께 모이지 않도록 분류 수용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자 1978년에는 「수형자분류심사지침」(보안

835, 3-33910)이 마련되어 분류제도가 체계화된다(박은하, 2009). 이전까지 분

류지침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렀다면 이러한 지침이 마련된 이후로는 분류

를 위해 각종 검사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지능검사, 직업적성검사(GATB),

성격진단검사, 다면적인성검사(MMPI), 로르샤하(Rorschach)성격검사, 과제통

각검사(TAT), 기타 특수검사 등을 통해 수형자 분류를 체계화하였다(박은하,

2009). 수형자 분류가 보다 세밀해지고 분화된 것이다.

분류처우가 확대되고 구체적인 분류 심사 지침 등이 마련된 것은 수형자를

분류심사하는 것은 감시의 형태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전

의 감시는 물리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대면으로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감시의

테크놀로지는 비대면으로도 감시가 가능하게 한다. 주체와 주체가 굳이 만나

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검사에 의한 정보들로 주체는 더 이상 가시적으로 존재

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관리의 형태도 변화했다. 이러한 새로운 감시의 테

크놀로지는 개인을 교정하거나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

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Castel, 1991).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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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감시 테크놀로지는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 객관적 조건들을 구성하여 이

로부터 새로운 개입의 양식들인 심리검사들이 도출되고, 이로써 주체를 감시·

관리하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 시기에는 수용자 관리에 있어 각종 규칙을 마련하여 수용자를 자기규율

존재로 더욱 강화시킨다. 대표적으로 1971년에 「재소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정」(법무부령 제 176호, 1971. 10. 1. 제정)이 제정된 것에서 이를 볼 수 있

다. 이는 재소자가 교정시설에서 준수해야할 규율과 그 위반에 대한 징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 3조(규율)는 “재소자는 교도소 등의 내부질서를 존

중하고 교도관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며 28개의 항목이 명시하였다. 규율의 내용은 주로 교정시설의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재소자 간의 싸움이나 폭

행을 하면 안되고, 실내에서는 정숙해야 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는 내용이다. 제 10조에는 작업을 태만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당대 사회에서

강조되던 근면의 정신이 반영된 것도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이 시기는 형무소가 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교정 이

념이 도입되었던 시기이다. 교도소는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운영하였

고, 분류처우나 규칙 등을 마련하여 수용자 관리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마. 1980년-1992년: 수용자 통제의 강화

1980년에서 1992년은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대다. 5·18 민

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은 모두 이 시기에 일어났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의 신군부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 운동이다. 1980년 5월 초

에 민주화 운동은 절정에 이르렀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시위와 집회

가 전개되었다. 1987년 1월에는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

게 되면서 민주화 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사건 후 국민들은 민

주화에 대한 외침이 거세지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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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자 전두환은 1987년 4월 13일에 호헌조치를 발표한다. 이후 1987년 6

월 항쟁이 일어났다. 민주화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일어난 만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거세졌다.

민주화 운동이 계속 되자 정부는 국민을 정부에 순응하는 자로 순화시키고

자 했다. 특히 당시는 사회악 일소 특별 조치와 불량배 단속, 범죄와의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인 만큼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정부는 교도

소 수용자의 신체를 통제함으로써 순화시키고자 했다.

이 시기 사회에서는 국가를 향한 저항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지만 정부의 독

재는 계속 이어졌다. 그러자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는 1980년 8월 4일

「사회악일소특별조치」를 발표하였고, ‘불량배’로 여겨지는 자를 처벌하기 위

해 삼청교육대와 순화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폭력배와 사회풍토 문란사범을

소탕하고, 죄질에 따라 순화교육이나 근로봉사, 군사재판을 실시하겠다고 하

였다. 이들은 순화교육에서 가혹한 훈련을 받았다(최성진, 표현정, 홍창희,

2013). 신문기사에 의하면(동아일보. 1988. 10. 3.), 삼청교육대에는 당시 ‘정치

깡패’라고 불리는 정당원들도 다수 있었고, 평소 관공서나 공무원들의 미움을

산 사람들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198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국방부는 사망자 54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397명, 정신장애 등의 상해자

2,678명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국회사무처, 1988).

1990년 10월 13일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10·13 특별선언’을 통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범죄와의 전쟁은 “민생 치안 확립을 위해 공동체를 파괴하

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이를 소탕하겠다”는 내용의 선언이었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식지

역사공감 웹진53)). 범죄와의 전쟁 2년 동안 274개 폭력 조직을 색출하고 1,421

명을 검거했고, 1,086명을 구속했다54).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교도소의 운영과

수용자 관리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53) http://www.much.go.kr/webzine/vol30/sub/sub3.html
54) 위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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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1980

년에 평생교육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는 등 평생교육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된 시기였다. 1980년 10월 27일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9호. 시

행 1980. 10. 27.)에서 제29조 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1982년에는 「사회교육법」(법률 제 3648호. 시행 1983. 7. 1.)이

제정되었다. 「사회교육법」 제 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제2조에서는 사회교육이란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이라고 하였다.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의 개념은 모두 인간

의 평생 동안의 교육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혼용되어 쓰이기도 했다. 당시 신

문에서는 두 개의 개념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교육법”55), “평생교육 체제의 구현을 위한 사회교육”56)이라고 하여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을 유사한 의미로 보지만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

법으로서 사회교육을 말했다. 두 개념이 동일한 개념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지

만(한숭희, 2009) 198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을 벗어나 평생 동안 교

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는 평생교육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고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자,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당시 신문(동아일보. 1980. 10. 22.)에

서는 평생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에 뒤처지

지 않기 위함이고, 학교 교육만으로는 평생 살아가는데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평생교육의 중요한 역할은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즉, 학

습에 대한 학습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신문에서는 이를 위해 철학을 공부하

55) 1983. 5. 19. 경향신문. 施行令(시행령)마 社會敎育(사회교육) 국민敎養(교양) 10%이상
反映(반영).

56) 1983. 5. 21. 경향신문. 社會敎育振興(사회교육진흥)의 課題(과제).



- 176 -

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데는 “합리적으로 과학적인

사고력 분석, 판단력을 기르는 데는 철학 공부 이상가는 것이 없을 것이다57)”

고 한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평생교육을 강조하게 된 것은 현대의 지식폭발 현상에 말미암은 것이

다...(중략)...

학교교육을 흔히 가소성(可塑性)이 높은 시기에 받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람이 평생에 걸쳐 학습 활동과 자기 형성을 

끊임없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제도 체제 구조 및 방법을 바꾸지 않으

면 안되게 되었다. 

학교교육이 뒤따르는 평생교육의 기초가 되려면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

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것을 학습에 대한 학습을 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출처: 1980. 10. 22. 동아일보.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철학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민주운동과

연관된다. 민주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의 대학생들은 마르크스의

『자본』 과 같이 해방 이후 ‘좌익 출판물’로 여겨져 금서였던 책들을 많이 접

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시나 소설이 베스트셀러를 석권하던 통례가 깨지고

사회과학 책들이 스테디셀러가 되기도 하였다(한겨레. 1989. 12. 28.). 신문에

서는 노동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법해설』(장명국 지음. 석탑 출

판사)도 40쇄를 찍으며 1백만 부가 팔렸다고 한다. 해방 이후 금서였던 책들이

1980년대에 조금씩 풀리면서 사람들은 철학, 역사, 법과 관련된 서적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58). 이러한 분위기에서 평생교육의 실천에 있어서도 철

학이 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 Ⅳ-6]은 1980년대 후반 신문에서

57) 1980. 10. 2. 동아일보. 教育改革(교육개혁)과平生教育(평생교육).
58) 1989. 12. 28. 한겨레. '80년대를 되돌아본다 (9) 책 깨진'금단'…마르크스 '자본' 40년

만에 햇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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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의 제한이 풀리자 사람들이 금서였던 책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을

표현한 그림이다.

[그림 Ⅳ-6] 1980년대 후반 금서의 해제 

출처: 1989. 10. 28. 한겨레. 

위와 같이 사회에서 금서가 풀린 것은 교도소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

다. 그 이유는 1988년 법무부 국정감사 이후 재소자의 읽을 수 있는 권리가 대

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정치적 배경의 변화가 교도소에도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금서의 제약이 풀린 것도 교도소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98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사회에 퍼지면서 많은

기관에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대 교수

김신일은 당시 이렇게 평생교육이 확장되는 것에 대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이

해가 왜곡되어서는 안되며 부유층에만 치중한다면 평생교육의 정신에 어긋난

다고 주장했다.

“평생교육의 이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한가지 

크게 우려되는 일은 교육에 대한 관심을 학교로부터 학교 밖으로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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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끌어내는 경향이다. 심지어 학교는 이제 믿을 것이 없으니 학교 밖에

서 교육문제를 해결하자는 식의 발상도 엿보인다. 

국민 대다수가 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등학교들이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

거나 말거나 방치한 채 유복층의 자기만족을 위한 잘못된 ‘평생교육’에만 

치중하면 이것이야말로 평생교육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학교가 제

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동시에 학교 후의 교육도 제대로 만들

자는 것이 평생교육의 정신임을 확인해야 할 때이다.” (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1982. 1. 14. 경향신문.

위의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경제적

으로 여유가 있는 자들의 참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이 일종의 사

치로 여겨졌던 시대임을 엿볼 수 있다.

1980년 평생교육이라는 언표가 헌법에 명시된 후 신문에서는 해외의 평생

교육 사례를 소개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백발의 노인도 “본인 희망하면 평

생공부”가 가능하다고 하며 “성인교육”의 현황을 서술하였다59).

“교실마다 배움의 열기가 가득하다. 백발의 할아버지도, 돋보기 할머니도 

또 직장인도 주부도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의욕이 눈빛에 번뜩인다. 런던 

시내 투팅 구의 성인교육 센터 한 교실에서는 고고학 강의가 한창인가하

면 그 옆 교실에서는 도자기 강의가 열을 더해가고 있다. 실직자를 위해

서는 기술교육이, 문맹자를 위해서는 읽기 쓰기와 산수 강좌도 마련되어 

있다. 영국에서의 성인교육은 정규학교를 떠난 이후의 성인들을 가르치

는 데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중략)..교도소 재소자를 위

한 강의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1985. 6. 6. 동아일보. 

59) 1985. 6. 6. 동아일보. 세계의 敎育(교육) <20> 本人(본인) 희망하면 平生(평생)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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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1985년 신문 기사에 해외의 평생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교도

소 수용자를 위한 강의도 시행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이다. 당시 평생교육이

사치로 여겨졌던 시대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교도소 재소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사례를 언급한 것은 우리나라 평생교육과 교정교육이 확대될 가능

성을 열어줬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1985년 신문 기사에서 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에 대

한 내용을 다룬 것은 1985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제4차 국제성인교육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이 열렸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4차 국제성인교육회의에서는 학습권(the right to learn)을 만장일치

로 채택하고 본 회의에서 선언하였다. 당시 유네스코 사무총장 음보우

(Amadou-Mather M’bow)는 교육의 민주화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교육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생교육 대상을

예컨대 “개발 도상국에서 직업을 갖지 못한채 학교를 떠난 청년들, 실업자, 장

애인, 농촌이나 도시 주변에 사는 사람들, 노인”이라고 언급했다(UNESCO,

1985: 6). 그간 배움에서 소외되었던 대상도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로

관심받자 교도소 수용자도 대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또한, 1985년 국제성

인교육협회(International Council for Adult Education: ICAE)의 제 4차 대회

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는데, 17개 회의 분과 주제 중 ‘교도

소 수용자 성인교육’을 포함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에서 교도소와 평생교육이라는 언표가 본격적으로 함께 쓰이기

것은 약 20년 후인 2001년이다. 순천교도소에 청암대학 캠퍼스를 개설한다며

“모범 수형자들과 교도소 직원들에게 대학 진학 및 평생교육의 길을 열어”60)

준다는 내용에서 이를 볼 수 있다. 1980년부터 한국에서는 평생교육이 헌법에

명시되면서 활발하게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평생학습시대의 막

을 올리는 듯했지만, 교도소 수용자에게 평생교육이라는 언표가 함께 붙기까

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말한다.

60) 2001. 3. 13. 전남일보. 순천 청암대, 순천교도소에 캠퍼스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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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도소의 운영과 전개: 탈주 사건과 ‘범죄 학교’

1980년부터 1992년 시기 교도소에서는 각종 탈주 사건이 벌어진다. 대표적

으로 1983년에는 조세형이라는 대도(大盜)가 탈주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

사건은 교도소 내외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형은 당시 재벌과 고위관료 등의 권력층만을 대상으로 귀금속과 수억 원

의 현금을 훔치는 등의 절도를 하여 1982년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후 1983년

4월 14일 절도 혐의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교도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구치소 벽의 환풍기를 뜯어내어 구멍을

통해 탈주했다. 그러다가 115시간 만에 다시 검거되어 수감생활을 하다가

1998년 11월 출소하였다. 하지만 2001년 1월 일본에서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

여 일본 경찰에 검거되었다.

조세형 탈주 사건으로 사회에는 교도행정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다. “교정

행정의 허점들을 낱낱이 분석 검토”61)할 필요가 있다고도 하였다. 예컨대, 조

세형 탈주 사건 이후, 교도소는 이른바 ‘범죄학교’라고 불리기 시작한다. 신문

에서는 “대도(大盜)는 교도소 안에서 길러진다”라며 교도소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새 수법(手法) 배우는 「범죄학교(學校)」 출소(出

所) 뒤 동기생끼리 공동 범행(犯行)”62)이 잦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교도행정이 꾸준히 개선돼 왔으나 「감방은 범죄대학」이라는 

말은 범죄군들의 세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수감중인 5만3천여명의 재소자 중 70%이상이 재범자이며 20대 전

후의 떼강도의 상당수는 감방에서 만나 범죄수법을 서로 가르치고 배워 

출소 후 함께 범행하는 이른바 「감방동기생」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감방이 「범죄학교」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나라 교정행정이 아직

61) 1983. 4. 20. 경향신문. 百(백) 15시간만에 끝난 趙世衡脫走劇(조세형탈주극). 取材記
者(취재기자) 좌담.

62) 1988. 10. 15. 동아일보. ‘교도소의 非理(비리) <中> 새 手法(수법)배우는 「범죄學校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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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제 때의 형무소와 같은 「감옥」의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교정 목적

인 교화(敎化)에는 전혀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1988. 10. 15. 동아일보

“이(李)씨에게는 교도소가 그동안 ‘범죄대학’이었지 결코 ‘인생대학’은 아

니었다. 하지만 그도 사랑을 알고 눈물을 흘릴줄 아는 한 인간이기에 종

교인의 1년여에 걸친 집념어린 신앙교화가 이제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그는 요즘 과거의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 담장 밖에서의 새 삶을 열심

히 마련하고 있다. 성경과 책을 가까이 하고 직업훈련에 적극 참여 자동

차정비기술을 익히면서 1년 앞에 다가올 ‘인생대학’ 졸업을 준비하고 있

는 것이다” (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1990. 4. 17. 경향신문.

조세형 탈주 사건으로 교도소에서는 수용자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

리하였다. 교도소 내부의 규칙이 더욱 강화되었고, 감시와 관리가 강화됨에 따

라 수형자들의 규율은 한층 더 고조되었다. 교도소 외부에서는 교도관들을 더

욱 전문화하기 위하여 교정(矯正)학교를 설립할 방침이 마련된다. 1984년에

세워진 교정학교는 세워지기 1년 전인 1983년에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법무부는 설치의 계기를 조세형 탈주 사건이라고 언급하였다63). 수형자가 탈

주하지 않도록 감시와 관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교도소가 ‘범죄학교’라는 인식은 1980년대 후반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범죄자들을 재범의 우려가 큰 자들로 보았을 가능성

이 높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재범률이 1980년대 후반 이전에 비해 유의미

하게 증가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교도소가 교정교화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

지 못한 것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Ⅳ-19>는 1982년부터 1991년의 재범자의 수를 나타낸 표이다. 표의 가장

63) 1983. 4. 22. 경향신문. ‘法務部(법무부) 내년 開校(개교) 矯正(교정)학교 설립 矯導官
(교도관)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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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칸의 연도별 재범률(무경력자를 제외한 1회-4회 이상의 수/전체 입소자

의 수)은 연구자가 재범의 수치를 토대로 계산한 값(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

올림)이다.

위의 표를 보면, 1980년대 재범률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그 비율은 매년 1∼

2%에 불과하며, 1980년대 후반인 1988년에는 전년 대비 0.8% 증가했지만

1989년에는 오히려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80

년대 재범자의 수가 증가한 이유를 교도소가 범죄학교로서 수용자의 교정교

화를 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찾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조세형 탈주 사건으로 인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범죄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조세형은 재벌 등의 권력층을 대상으로 절도를 했는데 훔친

돈의 일부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당대는 정부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팽배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유층을 대상으로 절도한 조세형은 영웅

이나 의적으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었던 「사회악일소 특별조치」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이후 박정희 정권과 신군부는 전국적으

로 ‘불량배’ 단속을 실행한다. 1980년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國家保衛非

常對策)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사회악일소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연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계 31,632 30,715 30,681 30,094 30,790 30,386 28,012 26,233 29,013 30,532

무경력자 12,048 11,149 11,197 10,732 10,416 9,670 8,702 8,244 10,120 10,713

소계 19,584 19,566 19,494 19,362 20,374 20,716 19,310 17,979 18,893 19,819

1회 8,034 7,125 7,102 6,536 6,484 6,610 6,490 6,551 7,261 7,375

2회 4,218 4,009 3,655 3,734 3,992 3,990 3,466 3,508 3,720 4,000

3회 2,794 2,884 2,750 2,823 3,127 3,170 2,917 2,730 2,784 2,866

4회이상 4,538 5,458 5,977 6,269 6,841 6,946 6,437 5,190 5,128 5,578

재범률 61.9% 63.7% 63.5% 64.3% 66.1% 68.1% 68.9% 68.5% 65.1% 64.9%
출처: 법무부(1992): 220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범률 계산한 것을 반영함.

<표 Ⅳ-19> 1982년부터 1991년 교도소 수용자의 입소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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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비상대책위(國家保衛非常對策) 상임위원회는 권력형 부조리의 

척결, 공무원에 대한 숙정 등 과감한 공직자) 사회정화(社會淨化) 조치에 

이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온 폭력, 사기, 

밀수, 마약(痲藥) 사범 등 각종 사회적 독소를 뿌리 뽑아 밝고 명랑하고 

정의로운 새시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각종 불량배를 위시한 제반 사회

악 일소를 위해 「사회악일소특별조치(社會惡一掃特別措置)」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64).

「사회악일소 특별조치」가 시행되면서 정부는 사회를 정화하겠다는 목적

으로 위의 내용과 같이 사회악으로 여겨지는 불량배들을 붙잡았다.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에 따라 폭력·불량배 등 일제검거에 나선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상임위원회(위원장 전두환 육군대장)는 (1980년 8월) 15일 현재 전국에서 폭

력배 2만6천7백87명, 공갈사기범 1천43명, 밀수·상습 도박 등 사회풍토문란사

범 2천 7백 48명 등 모두 3만5백78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하였다(1980. 8. 15.

경향신문). 많은 이들이 ‘불량배’로 판단되었고 검거되었다.

그러나 ‘불량배’라는 개념은 모호하여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도 쉽게 강

제 연행의 대상이 되었다. 1980년 당시 노동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다수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갔으며65), 범죄를 하지 않은 상당수의 빈민과 학생도 강제

연행되었다(곽송연, 2015). 전두환은 연설에서 학생들의 시위를 “정치 불순세

력에 편승하여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 음모에 가담하는 범행”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전두환, 1980).

1988년 10월에는 교정의 역사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유명한 지강헌 사건이다. 지강헌은 1988년

당시 35세로 7회에 걸쳐 총 565만원을 절도한 혐의로 징역 7년, 보호감호 10년

64)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reeId=010801&tabId=01&levelId=
hm_151_0030

65) 1988. 12. 15. 한겨레. 88 초점 <1> 삼청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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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그러던 중 1988년 10월 8일 영등포 교도

소에서 공주 교도소로 이감 중이던 호송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버스에

있던 수용자들이 탈주극을 벌인다. 버스에 있던 수용자들은 경기도 안성에서

버스를 탈취하여 교도관 11명과 옷을 바꿔입었고 서울 서초구로 향했다. 수용

자 25명 중 13명은 버스에 그대로 남았지만 12명은 권총 1자루와 실탄 5발을

챙긴 후 도주했다. 도주한 12명 중 일부는 체포되거나 자수하였지만 지강헌을

포함한 탈주범 4명은 서울 한 가정집에서 인질극을 벌였다. 이때 지강헌은 다

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전경환의 형량이 나보다 적

은 것은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

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출처: 2016. 01. 21. 국제신문. 

지강헌은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는 현실

에 대해 비판했다. 이것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뜻이다. 1980년대 교도

소에서 유행했던 용어 중의 하나인 ‘범털’과 ‘개털’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나

온 말이다. 범털은 돈이 많은 수용자를 말하고 개털은 돈이 없는 수용자를 말

한다. 돈의 여부에 따라 교도소 생활이 달랐던 것을 말해주는 용어다. 아래의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 범털과 개털은 교도소 내에서 다른 대우를 받았던 것

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범죄학교’라는 언표가 생성된 것과 같이,

교정을 하는 교도소가 과연 인간을 수양(修養)시키는 “수양소(修養所)”인지

아니면 범죄를 양산하는 “복마전(伏魔殿)”인지 문제를 제기했다66).

“높은 벽돌담으로 둘러싸인채 사회와 차단된 교도소, 그곳은 범법자들을 

교정(敎正)하는 인간 수양소(修養所)인가 아니면 또다른 범죄가 횡행하는 

복마전(伏魔殿)인가...(생략)...입소 때부터 ‘범털’(돈있는 재소자)로 구별돼 

66) 1988. 10. 13. 동아일보. 교도소의 非理(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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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털방’(경제사범들만 수감해 놓는 방)에 수감된 것이다. ‘범털’들이 모인 

방에서는 사람잡는 신고식도 없었고 ‘왕개비’(고참)의 ‘조조’(신참)에 대한 

횡포도 없었다.” (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1988. 10. 13. 동아일보.

정리하면, 1980년부터 1992년 교도소는 각종 탈주 사건이 발생했고, 범죄 학

교라고 불렸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용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사회에서

는 불량배 단속이 실시되면서 많은 이들이 검거되었고, 수용자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2) 수용자의 관리: 사회보호법과 특별권력관계론

1980년대는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양심수 등의 공안사범이 급증한 시대였다

(이언담, 2015).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자신의 권력에 저항하는

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는 수용자 관

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 등이 제정되었다. 대표적으로 「사회보호법」(법률 제

3286호, 1980. 12. 18. 제정)이 있다. 「사회보호법」 제 1조 목적에는 “죄를 범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사회보호법의 등장은 삼청교육대로부터 출발한다.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사회정화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

엄포고 13호’를 발표하여 전국에서 6만7백55명을 검거했고, 이 중 3만9천7백

42명을 군부대로 강제 이송 후 ‘삼청교육’을 실시했다(이상희, 2004). 그리고

삼청교육대의 수용자들에게 보호감호라는 형벌을 부과했는데, 이것의 근거가

바로 「사회보호법」이다. 「사회보호법」이 재정됨에 따라 1981년 청송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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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소가 신설되었고,67).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청송 감

호소로 옮겨졌다68).

「사회보호법」의 탄생으로 교도소에서 재소자와 교도관의 상하 권력 관계

는 더욱 분명해 진다. 삼청교육대의 운영과 함께 사회보호법의 실시는 교도소

내의 교도관 권력을 더욱 가시화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0년대와 1990년

대 초반은 범죄를 저지른 자의 권리는 박탈되어야 마땅하다는 논리들이 주를

이루었다(최정기, 2002). 이렇게 수형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고, 이들

이 가진 권리는 제한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특별

권력관계론이다. 특별권력관계론의 존재는 교도소 내의 권력 관계를 더욱 명

확하게 가시화한다.

특별권력관계론은 특별한 법률 원인에 의거하어 일정 행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배권이 부여되어 상대편인 특정 신분에 놓인 자가 복종하는 권

력관계를 말한다(석종현, 1995). 수용자는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권리

가 유보되고 교도관과 수용자 사이에는 명령과 복종의 특별관계가 성립하는

논리를 말한다(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특별권력관계론이 당대에 당연

한 논리로 받아들여졌던 배경은 앞서 말했던 사회보호법과 삼청교육대와 같

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삼청교육대에 속해있던 자들은 교도소로 이감되었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보호법을 탄생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

해 특별권력관계론도 통용되던 것이다. 그러나 1982년에 특별권력관계는 대법

원의 판례로 인해 국가와 수용자의 관계에서 지배와 복종 관계가 부정되었지

만(대법원 1982. 7. 27. 80누86.), 이후 1990년대에도 교정시설에서는 암묵적으

로 존재했던 양상이었다(최정기, 2002).

1990년 12월 6일에는 법무부가 기존에 ‘흉악범’으로 통칭하여 불리던 자들을

‘특정강력범’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명하였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67) 청송 제1 보호감호소는 1983년 3월 9일 청송교도소로 개편되었다. 이후 청송 제1 
보호감호소는 2004년 청송 직업훈련교도소로 변경된다. 

68) 1988. 10. 17. 중앙일보. 7년 만에 공개된 청송 감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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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990년 12월 31일에는 법무부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4295호, 시행 1991. 1.1.)을 제정하여 이들에 대

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한다. 이 법의 제1조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란

살인, 약취와 유인, 정조에 관한 죄 중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강도, 폭력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에서 교도소에서도 특정강력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다. 특정강력범은 초중금 교도소에 구금이 되었다. 이는 1991년 4월 15일에 개

정된 「수형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령 제 348호, 1991. 3. 14., 일부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령 제 348호)에는 제 1조(목

적)에 “수형자의 처우를 합리화하여 그 반성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

차 완화함으로써 수형자로 하여금 보다 빨리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함”에 있다

고 명시되어있다. 1991년 「수형자분류처우규칙」으로 개정한 이유는 “특정강

력범의 수용관리를 위한 초중금 교도소의 신설”에 대비하기 위해 “분류수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개정된 「수형자분류처

우규칙」에는 특정강력범이란 “심성이 순화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하여 여

기에는 정부에 저항하는 자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이유

민생치안 확립에 이바지하고 교정시설에서의 범죄억제기능을 강화하고

자 특정강력범에 대한 분류급별 기준을 다른 수형자와 구분하여 신설하

고, 특정강력범의 수용관리를 위한 초중구금 교도소의 신설에 대비하여 

수형자의 시설별 분류수용 및 단계 처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골자

가. 제명을 "수형자분류처우규칙"으로 변경하고,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심성이 순화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함(제2조 및 

별표 1).

출처: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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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1월에는 범죄와의 전쟁 선포 1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분석하면서

‘주요 5대 범죄’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임준태, 강소영, 2010). 5대 범죄에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죄가 포함되어 있었고, 기존의 약취유인과 마약

범죄는 다시 주요범죄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이 1990년대는 범죄를

분류하는 기준이 세분화되고 이름이 붙여지며, 이들을 따로 관리하는 법과 정

책들이 형성된 시기다. 5대 범죄가 구축된 것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관리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었

을 것으로 보인다. 교도소는 새로운 범죄성을 창조하여 일반인들도 함께 통제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다(Bert, 2012).

정리하면, 1980년부터 1992년 시기는 수용자의 통제가 강화되었던 시기다.

당시 교도소에서는 각종 탈주사건이 일어나면서 ‘범죄학교’라고 불렸다. 정부

는 자신이 권력에 저항하는 자를 통제하고자 1980년「사회악특별조치」를 발

표하여 시행했고, 1990년에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1992년 정권이 교체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바. 1993년-2006년: 수용자 학습권의 확대

1993년부터 2006년 시기는 우리나라에 인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

다.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관

심도 높아졌다. 이러한 영향으로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98년에는 ‘한국 감옥의 현실: 감옥 인권실태 조사보

고서’가 발간되었는데, 보고서에서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당

시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 실태를 분석했다(이승호, 1998).

69)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3942&ancYd=19910314&ancNo=
00348&efYd=199104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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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는 법무부 인권국이 출범했다. 법무부 인권국은 교정시설 수용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생겨났고, 출범 이후

매년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다(이윤호, 곽대훈,

김연수, 2013). 수용자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우리

나라는 2007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수용자 인권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수용자 학습권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

다. 예컨대, 1998년 9월 11일 모든 수용자에게 신문구독을 허용하였고 1999년

1월 15일 수용거실에 TV를 설치하였다. 신문열람은 학습권 중 읽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이전에는

신문조차 열람이 제한되었던 수용자들이 많았지만 1998년 「수용자 신문열람

지침」(법무부 예규 제 740호)이 개정된 후 징벌 집행 중이거나 규율 위반으

로 조사 중에 있는 수용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용자에게 허용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수용자에게 고등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수

용자의 학습권은 교도소가 수용자의 변화 혹은 관리 중 무엇을 중시하는지,

수용자의 학습경험에 있어 내용을 중시하는지 활동을 중시하는지, 수용자를

수동적으로 보는지 능동적으로 보는지에 따라 제한되거나 확대되었다(유주영,

강대중, 2019). 1990년대 후반 수용자의 읽을 권리가 확대된 것을 시작으로, 시

대가 흐름에 따라 수용자의 학습권은 점차 확대되었다.

이 시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은 1997년 외환위기다. 1997년

한국은 경제가 무너지면서 대기업과 하청계열, 중소 기업들이 차례로 무너졌

다. IMF 외환 위기의 여파로 200만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발생하고 노숙자가

속출했다. 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이 추진되었고, 일시직의 비중도 크게 확대되

었다.

1997년 말 발생한 IMF사태는 새로운 인력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했

고, 이는 평생교육 정책에 반영되었다(곽삼근, 최윤정, 2005). 1999년 8월 31일

에는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전부 개정하였고, 2001년에는 교육부가 폐

지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정책 등의 변화

는 우리나라에 평생교육이 확대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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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고등교육이 확대되었다. 예컨대, 1990년 중앙교육평가원에 학위

검정부(독학학위제 업무)가 실시되어 1990년대 중반 즈음부터 활발하게 운영

될 조짐을 보였으며, 1998년에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했다. 1997년에는 한국 평

생교육의 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평생교육백서 발간을 시작했다.

이 시기 고등교육이 확대되었던 것은 당시 문민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에 의

해서다.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은 정보화와 세계화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

을 중요하게 인식했고 교육을 받고 싶은 자는 누구든 언제든지 어디서나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노상우, 1998; 최운실, 2006). 또한

당시는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가 세계적으로 높아진 시기였던 영향도 있다. 우

리나라에서 1995년 5.31 교육개혁이 발표된 후 1996년에 UNESCO는 Jacques

Dolers 보고서를 발표했다. 같은 해에 OECD는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을 발표

했으며 EU는 1996년을 ‘유럽 평생학습의 해’로 발표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나라도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무렵 성인

고등교육에 대한 제도를 다수 마련한 것은 당시 UNESCO와 OECD 등이 평

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비해 우리나라 성인 중 전문대 이상 고등교

육을 받은 사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는 결과가 발표된 것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1996). 1996년 교육통계편람

에서는 한국 성인 25세 이상의 13%가 고등교육을 받았다며 미국의 45%, 일본

과 캐나다 21%에 비해 크게 뒤진다는 결과를 내놓았다70). 세계적으로 평생교

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성인 고등교육에 대한 타 나라와의 비교가 시

작되면서 우리나라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 확대에 주력하였고, 독학

학위제나 학점은행제 등이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생교육의 확대는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0년

대 중반 무렵 우리나라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이 확대된다. 2004

년 2월에 문화관광부는 전담 부서인 ‘문화예술교육과’를 설치했고, 같은해 11

월 25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71)). 2005년 2월에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는

70) 1996. 11. 10. 경향신문. 성인 13%가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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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대상자는 교도소 수용자, 탈북자, 국제결혼 여성 등이

었고, 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발표했다. 문화관광부

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여성부 등과 업무

협력을 맺었는데 법무부도 그 대상이었다. 문화관광부는 2005년도 복권기금

중 9억 6,800만원을 교정시설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

였다.

2005년 8월 29일 문화관광부와 법무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적

지원 추진’을 비롯한 업무협력합의서(MOU)를 체결하였다(정희섭 외, 2006).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적 지원 추진’의 구체적 내용은 ① 문화적 교정

생활 프로그램 개발 보급, ② 문화적인 교정시설 등 조성, ③소년원학생 등 비

행청소년 순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④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의 문화이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문화적 지원이다(정희섭

외, 2006). 교도소 수용자 문화예술교육은 2005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원의 예산으로 음악, 미술, 국악 지도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정희섭 외,

2006).

이와 같이 교도소 수용자가 취약계층으로서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된 것은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 우선, 국제적으로 교도소 수용자가 취약

계층으로 인식된 것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1997년 제 5차 세계성인교육회

의에도 언급된 바 있다. 모두를 위한 성인 학습(Adult learning for all)의 대상

은 소외된(exclued) 자들로서 교도소 수용자(prison inmate) 외에 노인, 이주

민, 집시, 피난민,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었다(UNESCO, 1997: 37). 국제적 영향

과 함께 우리나라 수용자의 학습권은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정리하면, 이 시기는 수용자의 학습권이 확대된 시기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며 우리나라는 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등교육과

71)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748&page
Flag=&sitePage=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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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교육 등의 평생교육이 확대되었고, 교도소 수용자의 학습권도 확대

되었다.

1) 교도소의 운영과 전개: 가석방 확대와 민영교도소 설치법 마련

이 시기 교도소에서 발생했던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1997년 신창원 탈옥사

건이다. 신창원은 1967년생으로 1982년부터 강도치사죄로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97년 1월 20일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한 후, 2

년 6개월 간의 도피 생활을 하다가 199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검거되었다. 이

후 신창원은 ‘희대의 탈옥수’라는 별명으로 불려지며 사회를 떠들석하게 했다.

신창원이 검거될 당시 입었던 티셔츠가 인기를 끌기도 하고, 그가 쓴 일기가

책으로 출판되어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신창원(1999)의 일기 중에는 “재소자들이 출소 후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도행정이 바뀌고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가 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의 동기에 대해서

도 적혀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의 영향이 크

다고 하였다. 담임선생님이 자신의 머리를 한번만 쓸어주었으면 악마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은 쓰는데, 나 같은 놈

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착한 

놈이다'하고 머리를 한번만 쓸어주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다.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돈도 없는 게 뭐 하러 학교 와∼ 빨리 꺼

져!"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출처: 신창원(1999): 중부매일(2013. 6. 10.) 재인용72).

72)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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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신창원의 일기는 한국 교육과 교사 문제부터 시작하여 교정행정

의 문제 등이 붉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언론들은 이에 대한 기사를 다루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학교라는 조직 속에서 교사 이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

는 사람은 없다. 학생에게 있어 교사는 최일선의 조언자”로서 역할을 해야한

다거나73) 며 학교 교사의 자질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또한, 신창원이 “가해자

가 아니라 잘못된 교도행정이 낳은 불쌍한 희생자”일 수 있다며 “교도소 선교

분야에 대한 역할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교정행정의 문제를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74) 이러한 언론의 영향으로 사회에서는

신창원이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교정교화가 되지 못했다는 인식이

형성되었고, 이는 교도소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교정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준 결정적 사건은 1997년 IMF 외환위

기다. 1997년 발생한 경제위기로 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정시설은 과밀화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생계형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박상열,

2009). 통계로 보면 1990년대 범죄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1997년 들어 934,933건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1998년 1,081,669건, 1999년

1,104,946건, 2000년 1,203,467건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범죄백서, 2004).

1990년대 범죄자의 생활수준에 대한 연구 결과, 1964년에 범죄자의 90%이 하

류층이었던 반면, 1996년에는 70%로 줄고 중류층은 2배 이상 증가한 30% 정

도의 비율을 나타냈다(박승진, 이동원, 박순진, 1997). IMF 이후 중류층에 해

당했던 자들의 범죄가 증가하여 교도소 수용인원이 급증한 것이다.

‘생계형 범죄’라는 언표는 1994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언표다. 1994년 신문에

서는 ‘생계형 범죄’란 “먹고살기가 힘들어지자 식량이나 옷가지를 훔치는” 행

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75) 이후 ‘생계형 범죄’라는 말이 사회에 퍼지기 시작

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다. 1998년 신문은 “교도소가 미어터지고 있다.

IMF이후 강·절도 등 생계형 범죄의 증가로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이

73) 2011. 8. 30. 한국교육신문. ‘신창원 907일의 고백’을 읽고.
74) 1998. 8. 4. 기독신문. ‘나의발언’ 신창원 사건 계기로 청소년 보호시설에 관심갖자.
75) 1994. 5. 14. 동아일보. 北주민 黨선전 안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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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 사상 최초로 7만명을 넘어선 것이다.”76)라고 하여 생계형 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였다.

IMF 이후 교도소가 과밀화되자 법무부는 가석방에 대한 지침을 새롭게 마

련한다. 이 지침이 발표된 후, 가석방의 심사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가석방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 다음 <표 Ⅳ-20>은 가석방 인원과 가석방률을 나타낸

표인데, 1998년에 비해 1999년에 가석방 인원은 약 1.8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000년에는 가석방률이 40.6%로 당시 많은 수형자들이 가석방되

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가석방인원 전체수형자 석방인원 가석방률(%)

1998 4,790 32,387 14.8

1999 8,559 33,785 28.2

2000 8,035 19,774 40.6

2001 9,393 30,387 30.9

2002 9,605 31,092 30.9
출처: 법무연수원(2008): 410 일부.

<표 Ⅳ-20> 가석방인원과 전체수형자 석방인원 

1990년대 후반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대두되고 가석방이 확대된 것

은 당시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영향이 있다. 1999년 한국형사정책학회 동계 학술회의에서는 ‘과밀수용의 원

인 및 대책’(김화수, 1999)에 대해 1998년 11월 30일 기준 수용밀도가 평당

2.39명이라며 대책을 논의했다. 한영수(2000)는 수용자도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과밀수용된 수용자는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1990년대 말 일부 정

치인 등은 교도소 민영화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이승호, 2007). 1997년

76) 1998. 5. 27. 경향신문. IMF이후 강·절도 늘어 수감자 7만 돌파, 교도소 초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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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위기를 겪은 후, 정부는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공공 업

무를 민영화하여 효율성을 증진하는 대책을 강구하였고, 교도소의 민영화도

이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후 1999년 민영교도소 설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

고, 2000년에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6206호)

과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16996호)

이 제정되었다. 민영 교도소는 2010년에 ‘아가페 소망교도소’라는 이름으로 개

소하였다.

이 시기에 교정에 있어 또다른 중요한 점은 2006년에 교정행정의 변화가 있

었다는 점이다. 2006년 2월 3일에는 법무부 교정국의 소속기관 직제를 변경했

다. 대표적으로 ‘교육교화과’를 생성하여 운영했다. 이전에 교정국에서는 교정

과, 보안 제 1과, 보안 제 2과, 작업지도과, 교화과, 관리과를 두었는데, 2006년

에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교정기획과, 보안관리과, 보안경비과, 작업훈련

과, 교육교화과, 복지지원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당시 교무과장이 교육교화

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과화과장의 업무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제 581호)에 의하여 “재소자의 교육·교화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화활동지도위원의 위촉·해촉, 재소자의 직업

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기능공 양성 및 검정시험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재소자의 위탁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8

조)이고, “재소자의 교육·교화 및 서신, 귀휴와 석방자 보호, 재소자의 학력인

정시험·기능검정 기타 자격시험응시자 선발”(제16조)를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

였다. 이에 따르면, 교육교화과에서는 수용자의 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데 여기에는 교육과 더불어 직업훈련도 포함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2) 수용자의 관리: 특정 수용자의 선발과 사회보호법 폐지

이 시기 교도소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수용자를 선발하고 조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수용자는 배제하였다. 대표적으로 1998년 ‘과실범 전담교도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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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된 것과 ‘특별관리대상 수용자’가 탄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수용자를

분류하여 서로 다른 교정시설에 배치하여 특별하게 관리한 것은 1980년대부

터 지적되어온 범죄 학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77).

우선 과실범 전담 교도소란 ‘과실범’을 지정된 교도소에 수용하여 관리한다

는 것인데, 과실범이란 일종의 모범 수형자를 의미했다. ‘과실범’은 ‘단순과실

범’으로서 다른 강력범죄라고 일컬어지는 범죄자에 비해 단순한 범죄를 저지

른 자들이라는 의미였던 것으로 보인다. 1998년 5월 과실범 전담 교도소로는

전국에 3군데(수원교도소, 마산교도소, 군산교도소)가 지정, 운영되었다. 2002

년에는 천안개방교도소가 과실범전담교도소로 지정, 운영된다(박병용, 2006).

과실범 전담 교도소의 수용자들은 1,2급 모범수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들은 공중전화 사용이 자유로웠고, 칸막이가 없는 장소

에서 자유로운 면회가 가능했다78).

“법무부는 22일 수원.마산.군산 교도소를 과실범 수형전담 교도소로 지

정, 수감자들에게 1, 2급 모범수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 주는 한편 가석방 

기준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공중전화 사용은 물론 칸막이가 없는 장

소에서 자유로운 면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내부 정신교육이나 직업훈련 

없이 외부 취업프로그램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받게 된다.” 

출처: 1998. 5. 23. 중앙일보. 

위의 신문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과실범은 모범수로서 다양한 처우를

받을 수 있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과실범은 교도소 내에서 실시하는 정신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고, 외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교도소 자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면제해 주는 것이 일종의 특권이

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문장이다. 이는 김신일(2010)이 말한 타율적 학습

관리 스펙트럼에서 ‘학습방임’에 해당하는 모습이다. 김신일(2010)은 학습 관

77) 1988. 5. 22. 동아일보. 단순과실범, 강력범과 분리수용... 수원교도소 등 3곳 지정. 
78) 1998. 5, 23, 중아일보. 과실범교도소 7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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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모든 학습활동을 포괄하는 확장된 이해를 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사회는 사람들의 학습을 조장하고 강제하는

장치와 함께 학습을 금지하고 방해하는 장치도 동시에 발전되어 왔다고 했다.

교정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방임하는 것도 수용자 학습을 관리하는 모습 중 하

나인 것이다.

‘특별관리대상자’라는 언표는 2004년 이후 확대된다. 이는 2004년 7월에 대

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수용자가 교도관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서

시작된다(박병식, 2012). 사건 이후 법무부는 2004년 11월 16일 「특별관리대

상자 수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뒤, 2005년 8월 17일 「특별관리대상

자 관리지침」(법무부 예규 제 731호)을 제정하여 시행했다(박병식, 2012).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 제 3조에 따르면,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이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용관리를 통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자 수용자 중 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중점관리대상자, 엄중격리대상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특별 처우를 하는 것이다. 이 중 엄중격리대상자

는 엄중격리 사동에 독거 수용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자해와

자살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엄중격리 사동 수용거실에 CCTV 카

메라 및 자해와 자살 방지용 비품 등을 설치할 수 있다(「특별관리대상자 관

리지침」 제 53조). 특별관리 대상자가 탄생하고 엄중격리대상자가 관리 대상

으로 지정되자 교정시설에는 CCTV의 설치가 확대되었다. CCTV는 그 존재

만으로 수용자에게는 비가시적 힘을 작동하게 한다. CCTV는 수용자로 하여

금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에 수용자 스스로가 자

기규율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특별관리대상자라는 용어는 1999년 검찰이 조직폭력배를 관리하기 위해 이

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밀착 감시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79).

1990년대 초반 범죄와의 전쟁이 이어져 조직폭력배에 대한 통제가 지속되었

는데, 1999년에는 이들을 특별한 관리 대상으로서 지정하여 통제를 강화했던

것이다. 이후 이 용어는 교도소에서 사건이 벌어지자 특별히 관리와 감시가

79) 1999. 4. 13. 매일경제. 검찰 조직폭력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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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들을 부르는 말로 사용된 것이다. 박병식(2012)은 2004년 교도소에

서 수용자가 교도관을 살해하는 사건 이후 특별관리 대상자가 지정되어 관리

되기 시작했다고 했으나, 그 대상에는 조직폭력 사범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서 이는 ‘범죄와의 전쟁’ 사건의 연장 선상에서 조직폭력배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것은 신창원 사건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신창원은 1997년 탈옥하였지만 1999년 검거되었다. 다시 교도소에 수

감된 신창원은 특별관리대상으로서 관리되었다. 당시 교정 관계자는 신창원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그를 독방에 수용하는 등 특별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80).

교도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새로운 부류의 수형자가 탄생했고, 이로 인해

수용자 처우가 변화하기도 하고, 교정시설에는 CCTV 등의 장치도 마련되었

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관리 대상자는 더욱 세분화되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

한 권력의 힘이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새로운 장치의 도입으로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힘들은 더욱 강화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교도소에서 수용자를 감

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장치들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점차 비

가시적인 힘들을 강화하고 수용자를 더욱 자기규율하도록 한다.

2001년 6월에는 교정행정에 영향을 주는 큰 사건이 발생한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984년 청송교도소에서 의문사한 박영두가(일명 ‘박

영두 사건’) 교도관들의 폭행에 의해 숨진 것으로 밝힌 것이다. 박영두 사건이

란 교도소 수용자들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다가 교도관들의 고문으로 숨진 자

이다. 그는 1980년 당시 25세에 휴가를 갔다가 계엄군에 의해 불량배로 간주

되어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박영두는 평범한 시민이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감호 2년을 선고받고 강원도 화천의 육군감호소에 수감되

었다. 박영두는 그곳에서 수용자를 대표하여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가 집단난

동 선동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청송감호소로 옮겨졌다. 1984년 박영

두는 몸이 아프다며 의무과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하조사실로 끌려

80) 1999. 7. 17. 한겨레. 신창원 죄값은 이미 무기수 추가 형량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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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도관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가 숨졌다. 1984년 사망한 박영두는 2001년

이 되어서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사건 이후 사회에는 ‘전국 5·6공 피해자협의회’가 생겨났고, 삼청교육대

피해보상과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 등이 일어났다. 특히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

해서는 교정시설의 밖에서 뿐만아니라 안에서도 폐지 운동이 일어나 세간의

관심이 되었다. 2003년 5월 23일부터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용자 100여명이

12일간 사회보호법 폐지를 외치며 집단단식농성을 벌인 것이다.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한 이들의 집단단식농성은 2002년에도 3차례 일어난 바 있다.

아래의 [그림 Ⅳ-7]은 당시 수용자 집단단식의 원인이 되었던 사회보호법이

수용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교도소에서 석방될

수 있더라도 “다시 사회에 적응하려면 교화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보호감

호소에 또다시 감금하는 모습이다.

[그림 Ⅳ-7] 교정시설에서 사회보호법의 적용 모습 

출처: 2003. 6. 4.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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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은 2003년에 이르러 “수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와 같

은 처우를 받고 있어 이중처벌을 부과하는 셈”이고, “상습범죄자의 개선과 사

회복귀라는 명분으로 인한 장기간 구금은 반사회화,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 등

으로 이미 그 목적을 상실했고, 오히려 개인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제

도”81)라는 논의가 확대되었다. 이후 사회보호법은 2005년 8월 4일에 폐지되었

다. 이에 따라 기존 청송보호감호소는 청송제3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된다

는 내용이 남아있어 보호감호자는 2010년 이후로도 존재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사형제도 폐지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는 1997년 국

제엠네스티가 스톡홀름에서 사형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에 ‘즉각적

이고 전면적인 사형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한 것의 영향이 있다(국제앰

네스티 홈페이지82)). 한국에서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사

형폐지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1999년 신문에서는 “독실한 가톡릭 신자

인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이고 국가인권위원

회도 만들어지는 터에 정부가 사형제도 폐지 또는 집행유예 선언을 하면 세계

와 국민에게 ‘인권정부’로서 이미지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83).

1999년에는 국회의원 유재건 외 90인의 발의로 ‘사형폐지특별법’을 정기국회

에 제출했고, 2002년 10월에는 국회의원 정대철을 대표하여 여야의원 155명의

발의로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박경용, 2003). 당시 법무부

장관 천정배(임기 2005. 6. ∼ 2006. 7.)는 사형제가 가장 오래되고 잔인한 형벌

이라며 수용자의 교정이 아닌 복수에 초점을 둔 것으로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형제는 가장 오래되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인간존엄성의 문명사회와 

맞지 않습니다...(중략)...특히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일제 식민지를 거쳐 

81) 2003. 06. 04. <오마이뉴스> ‘사회보호법, 폐지만이 대안’
82) https://amnesty.or.kr/campaign/%EC%82%AC%ED%98%95%EC%A0%9C%EB%8F%

84%ED%8F%90%EC%A7%80%EC%BA%A0%ED%8E%98%EC%9D%B8/
83) 1999. 5. 18. 한겨레. 천주교 앞장 ‘사형’ 논란 점화.



- 201 -

독재정권 때 악용되면서 형벌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는 복수감정에 불타는 형벌이었습니다. 인혁당 사건 희생자의 경

우가 대표 사례였습니다. 사형집행 뒤의 감정으로 보아도 사형은 추상적

인 국가나 사회만 승리자가 되고 나머지 전체를 패배자로 만드는 게임입

니다...(생략)...” (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2007. 7. 29. 가톨릭 신문.

정리하면, 1992년부터 2006년 시기는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

시기다. 교도소의 운영은 IMF 외환위기로 교도소가 과밀수용되어 가석방 확

대와 민영교도소 설치법 등이 마련되었다. 수용자 관리에 있어 특정 수용자를

따로 관리하기도 했지만 사회보호법, 사형제도 등 폐지 운동이 일어나 수용자

인권 등이 향상될 수 있었던 시기다.

사. 2007년-2013년: 교정에의 치료적 관점의 도입

2007년부터 2013년 시기는 교정에 치료적 관점이 도입된 시기다. 이는 경제

위기 이후 여성 담론이 확대되었던 영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며 여성들은 노동 현

장의 성차별과 가족의 위기를 겪었다. 경제 위기는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하

거나 비정규직화하였고, 남녀 임금 격차를 불러왔다. 2008년 한국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의 61%에 불과하였다(배은경, 2009).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운동과 여성담론은 확장되었다.

여성 담론이 확대되자 1999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5933호.

1999. 2. 8. 시행)이 개정되었고, 「남녀차별금지법」(법률 제5934호. 1999. 7.

1. 시행)이 제정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2에는 “직장내 성희롱”을

추가했고, 「남녀차별금지법」 제2조 제2항에는 성희롱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

하여 직장내 성희롱과 같은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

였다(배은경,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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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조두순 사건과 2010년 김길태 사건은 여성운동을 더욱 강화했고, 성

폭력 담론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관련 언론보도는

2009년 125건 정도에서 2010년에는 250건 이상으로 급증했고, 2012년에는 425

건 정도로 다시 급증했다(추지현, 2014). 성폭력 관련 법률안 발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36건, 2009년에는 68건, 2010년에는 108건이었고, 2011년

은 96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2년은 또다시 141건으로 급증하였다(추지현,

2014).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자 2010년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발의한 「성폭

력 범죄 근절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2010년 6월에는 여성가

족위원회가 발의한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안전대책 확

립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성범죄와 관련된 법의 제정도 이 시기에 많

이 이루어졌다.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

10258호. 2010. 4. 15. 시행)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

률」(법률 제10371호. 2011. 7. 24. 시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법률 제10261호. 2011. 1. 1. 시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568호. 2011. 1. 1. 시행), 「성폭력범죄자

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71호. 2011. 7. 24. 시행)이 제정

되었고,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법률 제11729호. 2013. 6. 19. 시행)과 「형법」 (법률 제11574호.

2013. 6. 19. 시행)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

다.

성폭력 담론은 엄벌주의 담론을 키웠고(추지현, 2014), 이는 성폭력 사범을

치료하고 상담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성폭력 사범에게 약물치료에 대

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비롯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각종 프로그램은 치료와 상

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인지행

동 치료 프로그램(표갑수, 엄정옥, 2012), 미술치료 프로그램(오민자, 2008) 등

이 교정시설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성폭력 사범 외에도 일반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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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치료와 상담 프로그램(양혜경, 2013, 고지현, 2016)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에는 교정에의 치료적 관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수

용자를 치료가 필요한 자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심리치료 혹은 상담

등을 제공하였다. 심리치료는 이후 집중인성교육 등에도 반영되어 있는 만큼

교정에 치료적 관점은 이 시기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2010년대를 전후하여서는 평생교육이 확장되던 시기다. 2007년에

는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무엇보다도「평생교육법」 제2조(정

의) 제1항에 평생교육의 종류로 인문교양교육을 명시하였다. 당시 인문학 열

풍과 함께 인문교육 등이 확대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전체

평생교육기관은 총 3,768개로 2008년 2,620개에서 5년간 44%가 증가했다(평생

교육진흥원, 2013). 인문학 열풍으로 전국의 평생교육기관들은 인문교양 프로

그램도 다수 운영하였다. 전국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운영 통계 결과에 의하

면, 46.2%가 인문교양 교육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 문화예술 교육이

41.7%를 차지했다(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

평생교육이 확대되자 교육의 대상도 넓어지기 시작했다. ‘2008-2012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는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프

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소외계층에는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이 포함되었다. 시민단체에서는 노숙인(김의태, 강대중,

2012)에게 인문교육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교도소에서도 수용

자에게 인문학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정리하면, 이 시기는 경제위기 이후 여성담론이 부상했던 시기다. 이러한 분

위기에서 2008년 조두순 사건과 2010년 김길태 사건이 벌어지자 사회는 성폭

력범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했다. 또한, 이 시기는 평생교육이 양적으로 급

증했던 시기로서 교도소 수용자에게도 인문학 교육 등이 본격적으로 제공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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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도소의 운영과 전개: 교정본부로 승격과 조두순 사건

2007년부터 2013년 교정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사건은 2007년에 법무부 교

정국이 교정본부로 승격된 것과 조두순 사건이 있다. 우선, 2007년 11월 30일

에 법무부 교정국은 교정본부로 승격되면서 조직이 확대되었다. 법무부 교정

국이 교정본부로 되면서 ‘과’도 6과에서 9과로 확대되었다. 사회복귀지원과, 분

류처우과, 보건의료과가 증설되었다. 기존의 교정기획과, 보안관리과, 보안경

비과, 작업훈련과, 교육교화과, 복지지원과를 포함하여 총 9개의 과가 교정본

부로 승격되면서 운영되었다.

2007년 12월 21일에는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 8728호, 시행 2008. 12. 22.)(약칭: 형집행법)로 전부 개정 되었

다. 형집행법은 국가가 수용자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범위와 한계를 분명

하게 하여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권리와 자유의 범위를 확립했다는 의의가 있

다(박상열, 2010). 법을 개정한 형식적 이유에 대해서는 수용자의 인권을 신장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

서 제기됨에 따라, 수형자·미결수용자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

지 사유의 확대,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배려, 미결수용자에 대

한 처우 개선, 서신검열의 원칙적인 폐지 등으로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별 처우계획의 수립, 수

용장비의 과학화, 보호장비의 개선, 징벌종류의 다양화 등으로 수용관리

의 효율과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청원제

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용자의 인권 신장과 수용관리의 

과학화·효율화 및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밑줄 연구자 강

조)

출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 8728호, 시행 2008. 12. 22.) [제정・개정 이유]84)

84)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1984&ancYd=20071221&anc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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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 주요 내용 중에는 서신 검열제도와 집필 사전허가제가 폐지(법 제43

조 3항 및 제49조 1항)에 대한 내용도 있다. 이전 수용자는 서신을 검열받아야

하고, 교정시설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문학과 학술 등의 집필을 할 수 있었으

나 이것이 폐지된 것이다. 법의 개정을 통해 쓸 수 있는 학습권의 확대가 이루

어진 것이다. 또한, 분류심사 전담시설의 지정과 운영(법 제61조)에 관한 사항

을 통해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분류처우를 마련했다.

2008년 3월 3일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의 ‘과’를 ‘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교정기획과는 교정기획팀으로, 보안관리과는 수용기획팀, 보안경비과는 경비

정책팀, 작업훈련과는 근로직능개발팀, 교육교화과는 교육교화팀, 복지지원과

는 복지후생팀, 사회복귀지원과는 사회복귀지원팀, 보건의료과는 의료처우팀,

분류처우과는 분류처우팀으로 변경되었다.

2008년 12월 19일에는 「수형자등교육규칙」(법무부령 제655호, 2008. 12.

29,. 타법폐지)이 폐지되고,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816

호, 2008. 12. 18., 제정)이 제정된다. 「수형자등교육규칙」(법무부령 제29호,

1961. 12. 29., 제정)은 형무소가 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수용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는 수용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제1조), “수형자 등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

학교 과정의 교육”(제2조)을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대체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인

성교육, 정보화교육, 서신, 신문 등, 비치도서, 교화방송, 특별활동반을 포함하

고 있다. 즉, 2008년 이전 시행되었던 「수형자등교육규칙」은 수형자의 학과

교육만을 담고 있었다면 2008년에 새로 제정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

침」은 ‘교육교화’라고 하여 교육의 전반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인

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향상과 함께 평생교육의 확대는 수용자 학습권의 확

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08728&efYd=2008122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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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9년 ‘팀’은 다시 ‘과’로 변경된다. 그리고 ‘팀’은 9개에서 7개로 축

소된다. 교정기획팀은 교정기획과로, 수용기획팀과 경비정책팀은 보안과로, 근

로직능개발팀은 직업훈련과로, 교육교화팀과 사회복귀지원팀은 사회복귀과로,

복지후생팀은 복지과로 의료처우팀은 의료과로, 분류처우팀은 분류심사과로

변경된다. 팀이 축소된 것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조직개편을 통해 종전의

18부 4처 18청을 15부 2처 18청으로 축소한 것의 영향이 있다. 조세일보에 의

하면(2009. 5. 12.)85), 당시 조직개편으로 전체 중앙부처에서 8개 국, 관, 단과

235개의 과, 팀이 축소되었다.

이 시기 교정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건은 조두순 사건이다. 조

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 단원구에 있는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

이 만 8세 여아를 강간 폭행한 사건이다. 조두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자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2010년에는 김길태 사건

이 일어나 성폭력범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김길태 사건은 2010년 2월

성폭력 전과자인 김길태가 여중생을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살해, 유기한 사건

이다.

조두순 사건에 이어 김길태 사건은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유발했고, 이는

관련 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

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신상공개, 전자발찌 등을 강화하는 등 강

력한 대책들이 도입되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2010년 4

월 15일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를 일부개정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법을 개정한 이유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리

는 것과 교육기관에 취업 제한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재범과 2차 피해를 막

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뿐만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므로...(중략)...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

85) 2009. 5. 12. 조세일보.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 사실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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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성범죄 및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규정을 보완ㆍ신설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

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60호, 시행 2010. 4. 15.).[제정·개정이유]86).

개정의 주요 내용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법

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같은 날인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제정되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이 고조된 가운데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교정시설에서 성폭력 사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말한다.

조두순 사건이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낙인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창한, 2009; 김민지, 2013; 박한교, 2016). 특히 일반 시민들은 실제 성범죄

가 발생한 건수에 비해 성범죄가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이는 대중매체의 영향

이 크다(손현정, 이종혁, 2012; 김민지, 2013; 박한교, 2016). 선행 연구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뉴스 등을 많이 접하는 여성일수록 자신에게 성범죄가 발생

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손현정, 이종혁, 2012).

국민의 성범죄 인식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광고 중 하나는 2013년 여성가족

부의 ‘성범죄자 알림e 홍보 광고’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시행령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는 2013년 11월부터 ‘성범죄자 알림e’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홍보는 이솝우화의 빨간 모자 이야기를 각색하여 전

달했다. 이솝우화에서 늑대는 할머니와 빨간모자 소녀를 모두 잡아먹는 위협

86)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4448&ancYd=20100415&ancNo
=10260&efYd=201004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
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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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존재로 묘사되었다. 홍보의 주된 내용은 주인공인 빨간 모자 소녀가 ‘성범

죄자 알림e’를 통해 범죄자인 늑대를 확인하고, 길거리에서 늑대를 만나자 주

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다. [그림 Ⅳ-8]은

2013년 여성가족부가 만들어 배포한 ‘성범죄자 알림e’ 홍보 영상 중 일부 장면

이다.

[그림 Ⅳ-8] 2013년 여성가족부 ‘성범죄 알림e’ 홍보 영상 장면

출처: 2014. 10. 10. 미디어스. 

그러나 이 홍보영상에 대해 신문(미디어스. 2014. 10. 10.)에서는 영상 속 늑

대 남성은 아이에게 어떠한 물리적 행동을 하지 않았고 단순히 말을 건넸을

했을 뿐이라며 성범죄 전과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고 문제를 지

적했다87). 그리고 이는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빨간 모자 여아는 단순히 ‘말 건냄’이라는 행위로부터 위험을 감지할 뿐

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성범죄 전과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이상의 상존하

는 위협으로 전제하는 것이다. 한편 정책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 홍보 광고에 따르면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평생 그 죄로 

인해 낙인찍히고, 기본적 차원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대화 자체도 

거부당할 수 있으며, 그것이 정부에 의해서 주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당할 수 있는 피해들은 완전히 간과되고 

87) 2014. 10. 10. 미디어스. [Dialogos] 늑대 조심을 외치는 우리를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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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경락 공공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출처: 2014. 10. 10. 미디어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광고의 실제적 효과가 어떠한지라기 보다는 성범죄

자를 어떤 ‘인간’으로 보는지에 대한 것이다. 당시 광고에서 드러난 성범죄자

의 이미지는 ‘잠재적 범죄자’로 묘사된다. 이는 곧 교정교육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성범죄자에 대한 교정교육은 효과가 없으며, 이들이 출소한 후에도

위험인물로서 조심해야한다는 인식을 시민에게 홍보를 통해 전달한 것이다.

이는 교정교육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더욱 부정적으로 강화했을 것으로 보인

다.

정리하면, 이 시기는 법무부 교정국이 교정본부로 승격되면서 조직이 확대

된 중요한 시기다. 한편으로서 사회에서는 조두순 사건 등의 영향으로 성범죄

자에 대한 낙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건은 수용

자의 관리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2) 수용자의 관리: 위험 범죄자 관리와 수용자 마음 달래기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용자 관리 방식은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부르는

언표가 생성된 것에서 볼 수 있다. 예컨대, 이 시기에는 위험범죄자, 강력범죄

자 등에 대한 언표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한영수(2008)는 ‘위험한 범죄자’를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살인, 방화, 강간(성폭력특별법위반

포함), 강도 등의 흉악범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자(한영수, 2008: 12)라고

규정하였다. 2000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중 「교도소 재입

소자의 재범과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위험범죄자’를 주로 폭력범죄를 의도

적으로 자주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고, 재범하는 자를 ‘위험범죄자’의 일부로

보았다(박철현, 2000). ‘위험한 범죄자’ 혹은 ‘위험범죄자’는 특정한 범죄자들을

관리하고자 탄생한 언표인 것이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범죄자를 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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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들이 세분화되기 시작했고, 특정 범죄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세밀한 권력

의 힘들이 생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시기 수용자 관리 방식은 사회 통제 방식과 맞물려 더욱 세밀화된다. 대

표적 예는 통계에서 찾을 수 있다. 통계라는 말의 어원은 국가(staat)라는 단

어에서 파생된 언어라는 점에서 국가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Pasquino,

1978). 통계 혹은 지표는 합의에 의해 설정된 사회적인 가치와 목표에 비추어

현 사회와 미래를 판단할 수 있는 규범적 성격을 지니고(Biderman, 1966), 정

책결정자로 하여금 효과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이재열, 2009), 다시 말하면, 통계의 발전 즉 지표의 생성은 사회적으로 합의

된 가치에 대한 사회의 현황을 판단하여 미래의 삶을 위한 방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통계를 ‘정치산술’이

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Pasquino, 1978), 그만큼 통계가 인구를 통치하는 방

식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기에는 수용자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표가

많이 생겨났다. 예를 들어, 2010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강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도구(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General, KORAS)를 개발하였다(이수정, 황의갑, 박선영, 2010). 한림

대학교에서는 2010년 교정시설에서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HAGSOR)을 개발하였다(조은경, 2010). 2012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 선진화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 고위험

범죄자는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성범죄자살인, 방

화, 강도 유괴범 등을 말한다고 하였다(유병철, 2010: 이수정, 2011: 한상암, 이

상원, 2013). 위험한 범죄자를 고위험범죄자라고도 부르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

한 언표와 지표 등을 마련하고자 했던 모습이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는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후 위험 범죄자인 성범죄자

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볍

률」(2010. 4. 15. 개정)에 따라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에게

법원이 유죄선고 시 30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명령을 부과하였다. 성폭력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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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자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사범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범으로 확대되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대상자가

증가했다(법무부, 2011a). 2010년 7월 29일 법무부 사회복귀과에서는 「교정심

리치료센터 시범운영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16세 미만의 자에 대

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15명 내외로 ‘인지행동 이론의 교육 프로그램’과 ‘재

위험성 평가’ 등을 시범운영 하겠다는 것이다(법무부, 2010).

이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센터는 2010년 12월 6일부터 2011년

1월 27일까지 의정부교도소에서 시범운영하였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사

범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모습이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관리에 심리 관련 전

문가가 참여한 것은 “규범화 장치들의 거대한 증가와 새로운 객관화의 정착을

통해 이뤄지는 권력 효과의 확산”을 이뤄낸다(Foucault, 1975: 463). 교도소에

심리 상담가 등의 참여는 수용자를 관리하는 일종의 규범화 장치로서 정당화

되어 정착되고, 이로써 비가시적 권력 효과는 확산되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와 같이 교정시설에 심리치료와 상담의 관점이 유입된 것은 한국에서 심

리와 상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

우리나라 대학원에는 상담관련 학과가 신설되거나 상담 전문 대학원 등이 신

설되고, 상담과 관련된 각종 연수와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

체가 증가하였다(이숙영, 김창대, 2002; 주은선, 이경은, 2018). 국가에서는 ‘건

강가정지원센터’(2005년)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 센터’ 등을

운영했고 사설 상담센터도 많이 생겼다(주은선, 이경은, 2018). 2005년부터는

일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다(김인규, 2009).

우리나라에 심리와 상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것은 자살과 학교폭력이 사

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2001년에 ‘자살 사이트’가 운영되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88), 이후 2003년에

는 자살에 대한 기사가 폭증하여 11,376건에 이르렀다(빅카인즈). 전년도인

2002년(6,767건)에 비해 4,609건이 증가한 수치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자

살담론은 꾸준히 증가했고, 자살과 관련된 신문기사도 증가했다. 이는 자살에

88) 2001. 4. 9. KBS 뉴스. 자살사이트에서 독극물 구입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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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문 보도는 의료 담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조진옥, 2016) 자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은이, 송민호, 김용준, 2015)에서도 자살

문제가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자살에 대한 신문보도가 자살행

위를 사회적 병리이자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보는 지배담론을 형성한 것이다

(남재일, 2010).

교정시설에 심리치료와 상담이 도입된 것은 범죄 심리학의 확대와 관련 학

회 운영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1년 6월에 한국심리학회 주최로 ‘범

죄와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춘계심포지엄이 있었고, 2001년 9월에는 ‘한국 사

회 및 성격 심리학회’에서 주최한 ‘범죄와 심리학 II’추계 심포지엄이 개최되었

다. 2001년 10월에는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에서 ‘범죄심리사’ 자격증을

도입했다. 2003년에는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에 범죄심리학과가 창설되었고,

동시에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범죄심리 전공이 개설되었다

(김시업, 2005). 즉, 교도소 수용자에게 치료와 상담을 목적으로 한 센터와 프

로그램 등이 생긴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범죄 심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관련 전문분야가 생성된 것의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시행한 것은 관련 학회와

관련 자격증의 탄생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2009년에는 ‘교정상담학회’가 창립

준비모임을 거친 후 학회로 출범하였고, 2016년에는 ‘교정상담심리학회’가 출

범하였다. 교정상담심리학회에서는 ‘교정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다.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상담 혹은 치료가 확대된 것은 교도관의 채용의 변화에

서도 알 수 있다. 2015년부터는 교도관 경력채용으로 ‘임상심리분야’와 ‘상담분

야’를 대거 선발하기도 했다89). ‘한국임상심리학회’도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

력에 대한 이슈가 확산되자 2013년 ‘성폭력피해 아동 및 가족 지원사업인 여

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인 ‘희망샘물’과 MOU를 체결했다.

이 시기에는 성폭력범을 관리하기 위해 ‘교육카드’도 만들었다. ‘교육카드’는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설·운영 시 대상자 선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

89) 2015. 1. 6. 헤럴드경제. 9급 교정직공무원 공채 및 특채, 650여명 선발로 수험생 관
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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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작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법무부, 2011a: 9). 교육카드는 다음 <표 Ⅳ

-21>과 같다.

교 육 카 드

칭호번호 : 성명(나이) : 작업장(거실) :

형명형기 : 형기종료일: 범 수 :

※ 범죄개요: 간략하게

교육과정 : ◯ 단계
○ 교육단체 : ○ ○ 상담소(대표자 ○ ○ ○)
○ 교육기간 :

검 사 항 목 사전 사후 비고

종 합 평 가

확 인 자
○○ 성폭력상담소 대 표 ○ ○ ○ (날인)

○○ 교도소 사회복귀과장 ○ ○ ○ (날인)
출처: 법무부(2011a): 13.

<표 Ⅳ-21> 교육카드 예시 

교육카드를 보면, ‘검사항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검사로는 재범위

험성 등을 하고, 이를 교육 전과 후에 측정하여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카

드는 수용자 개인의 처우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수용자에게 중요하다. 교육카

드를 통해 교육참여 우수자에게는 ‘가족만남의 날’ 등의 처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며, 분류처우 및 가석방 심사도 교육카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

이다(법무부, 2011a). 이러한 점을 볼 때, 교육카드는 교육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14 -

이 시기 수용자의 교육 관리는 학습총량관리제에서도 볼 수 있다. 2013년 7

월에 교정본부에서는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위

한 실질적 교정교화프로그램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수

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 이다. 내용 중에는 ‘학습총

량관리제’도 도입하여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학습총량관리제는 수용자의 교육

이력을 관리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이들이 교정시설에서 참여한 교정 교육

의 참여 시간과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기입하여 관리하는 제도다(법무부,

2013a). 그러면서 법무부(2013a)는 연간 20-50시간을 ‘기준학습시간’으로 부여

하여 이수하도록 하는데, ‘학습인센티브시스템’도 도입하여 ‘기준학습시간’을

이수 시 학습 점수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를 초과한 경우 귀휴나 가족접견 등

처우 대상자 선발 시 우선 선발하고, 가석방 등에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가 수용자의 교정교육 참여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평생학습계좌제를

개설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에서 2010년부터 평생학습계좌제가 운영된 것의

영향이 있다. 평생학습계좌제 논의는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교육구

좌제’라는 이름으로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1997년과 2000년 2회에 걸쳐 학습

계좌제 도입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평생교육법」도 선언적 규정 수준에서 그쳤다(이정표 외, 2008). 이후 2008

년 평생학습계좌제는 「평생교육법」 제16조(인적자원의 활용)에서 선언적

규정에 머물렀던 것에서 벗어나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제23조 단독으

로 조항이 규정되었다(이남철, 정지선, 2008). 2008년 「평생교육진흥기본계

획」과 2009년 「평생학습계좌제 추진계획」을 통해 2010년 평생학습계좌제

가 운영되었다(노경란, 2013).

한편으로, 이 시기부터 수용자의 관리 방식으로 수용자의 마음을 달래는 것

이 활용되었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수용자의 고소, 고발 등은 꾸준

히 증가했는데, 교도관은 이들의 고소와 고발을 관리하기 위해 달래는 전략을

취하였다.

수용자의 고소, 고발 등이 증가한 것의 배경부터 살펴보면, 이것은 1990년대

후반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된 것의 영향이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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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6년 「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1998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교도소에서도 2002년부터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

고 있다90). <표 Ⅳ-22>는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현황이다.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구분 법무부

교정본
부

(점유율)
91)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
중)

기타

소계
전부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취하
민원이
첩

2009 20,444
18,222
(89.1%)

12,432
(100%)

6,808
(54.4%)

3,148
(25.3%)

2,476
(19.9%)

-
5,773
(31.8%)

17

2010 15,732
13,573
(86.2%)

10,377
(100%)

6,631
(63.9%)

1,876
(18.1%)

1,870
(18.0%)

6
3,190
(23.5%)

2011 12,372
10,319
(83.4%)

8,605
(100%)

5,466
(63.5%)

1,820
(21.2%)

1,319
(15.3%)

-
1,714
(16.6%)

2012 15,807
11,296
(71.5%)

8,962
(100%)

6,274
(70.0%)

1,778
(19.8%)

910
(10.2%)

-
2,334
(20.7%)

2013 20,035
14,587
(72.8%)

10,823
(100%)

8,248
(76.2%)

1,904
(17.6%)

671
(6.2%)

-
3,764
(34.7%)

2014 18,824
14,184
(75.4%)

11,162
(100%)

8,828
(79.1%)

1,637
(14.7%)

699
(6.2%)

-
3,022
(27.1%)

2015 23,008
16,708
(72.6%)

13,176
(100%)

11,019
(83.6%)

1,427
(10.8%)

730
(5.6%)

1
3,531
(26.8%)

2016 24,646
17,675
(71.7%)

14,087
(100%)

12.010
(85.2%)

1,376
(9.8%)

701
(5.0%)

7
4,050
(26.7%)

2017 27,943
20,427
(73.1%)

16,365
(100%)

14,226
(86.9%)

1,566
(9.6%)

573
(3.5%)

12
4,050
(26.7%)

2018 28,844
21,189
(73.5%)

16,891
(100%)

14,505
(85.9%)

1,822
(10.8%)

564
(3.3%)

2
4,296
(25.4%)

출처: 법무부(2019a): 129.

<표 Ⅳ-22>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현황 

90) 2008. 12. 17. 경인일보. ‘알권리’ 남용에 두손든 교정행정.
91) 법무부 전체 정보공개청구 중 교정기관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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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법무부 용역사업 보고서에 의하면(최영신, 김승

만, 박형민, 2006) 수용자의 고소와 고발 등은 2001년 129건, 2002년는 164건에

불과했지만 2003년에는 310건, 2004년 445건, 2005년 562건 등이었고, 2000년

대 중반 이후로도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고소, 고발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표 Ⅳ-23>은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피고소, 고발한 현황이다.

구분 건수
피소
인원

진행중
결과(피소 인원 기준)

계 무혐의 죄안됨
기소
유예

공소권
없음

각하 기타

2009
1,05
6
2,744 -

2,744
(100%)

810
(29.5%)

7
(0.3%)

-
15
(0.5%)

1,339
(48.8%)

573
(20.9%)

2010 801 2,350 -
2,350
(100%)

441
(18.8%)

39
(1.6%)

1
(0.1%)

2
(0.1%)

1,585
(67.4%)

282
(12.0%)

2011 646 1,669 -
1,669
(100%)

461
(27.6%)

1
(0.1%)

-
23
(1.4%)

900
(53.9%)

284
(17.0%)

2012 689 1,812 -
1,812
(100%)

408
(22.5%)

3
(0.2%)

2
(0.1%)

11
(0.6%)

1,188
(65.6%)

200
(11.0%)

2013 647 1,732 -
1,732
(100%)

463
(26.7%)

1
(0.1%)

1
(0.1%)

5
(0.3%)

938
(54.1%)

324
(18.7%)

2014 614 1,432 -
1,432
(100%)

297
(20.7%)

1
(0.1%)

1
(0.1%)

9
(0.6%)

918
(64.1%)

206
(14.4%)

2015 733 1,551 -
1,551
(100%)

275
(17.7%)

3
(0.3%)

4
(0.3%)

12
(0.9%)

1,179
(76.0%)

75
(4,8%)

2016 698 1,551 -
1,551
(100%)

413
(26.6%)

6
(0.4%)

-
27
(1.7%)

803
(51.8%)

302
(19.5%)

2017 783 1,586 161
1,425
(100%)

367
(25.8%)

1
(0.1%)

-
13
(0.9%)

914
(64.1%)

130
(9.1%)

2018 855 1,873 73
1,800
(100%)

411
(22.9%)

1
(0.1%)

-
33
(1.8%)

1,192
(66.2%)

163
(9.0%)

* 기타: 공람종결, 기록편철, 고소장 반송 등 사건 자체가 불성립하여 조사를 하지 않
고 종결처분하는 사건
* 주요 고소고발 사유: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출처: 법무부(2019a): 124. 

<표 Ⅳ-23> 교정공무원 피고소 고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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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고소, 고발, 진정이 급증하자, 이는 일부 수용자가 자신의 편

의를 위해 ‘골탕먹이기’ 식으로 직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했다92). 이유는 청원이 처우에 반영된 것은 4.5%에 불과

하였고, 2004년 2.0%, 2005년 0.9% 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소, 고발 등은

과도하다는 것이다(최영신, 김승만, 박형민, 2006). 위의 수용자 국가위원회 진

정 현황에서도 권고가 된 진정은 0.24%에 불과했고, 교정공무원을 고소, 고발

한 것에서도 무혐의 혹은 각하된 건수가 약 8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

해 법무부는 “고소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고소, 고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0: 3). 교정시설에서 고소와 고발 등이 많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던 것이

다.

연구참여자 박건우는 수용자들이 “편하게 생활할라 그러면 고소를 해야 되

겠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나 수용자의 고소, 고발, 진정이 증가한 것

이 연구참여자의 말처럼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라면, 실제로 고소, 고발,

진정이 수용자의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영신,

김승만, 박형민(2006)의 연구에서는 교도관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 진정 등을

취하한 경우 수용자의 수용생활에 도움을 준 적이 있는지를 설문조사한 항목

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 수용자의 고소, 고발 등으로 교도관은 수용자에게 ‘독

거수용’(27.9%), ‘대상자가 아니지만 외부병원 진료 지원’(16.7%), ‘수용자가 요

구하는 취업장 출역’(18.4%), ‘교무과 영치금 지원’(29.7%), ‘개인적으로 영치금

지원’(11.8%)을 해주었다고 나타났다. 대부분의 교도관은 수용자가 고소, 고발

등을 취하한 경우 수용 생활에 도움을 주지 않았으나 일부는 도움을 주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 최진환은 과거에는 수용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등의 “튀는” 행동

은 “바로 잡아야” 할 행동이었고, 바로 잡는 방법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었다

고 한다. 그리고 “불이익은 물리적”으로 행해졌는데, “물리적인 힘은 물리적인

힘으로 대항을 하게 돼있어”서 “힘으로” 덤비기는 어려우므로 “자해”를 하는

92) 위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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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저항의 방법”으로서 “자해”는 교도관의 물리적 통제

에 대항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면서 “수용자

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고소, 고발 등이 급증했다고 한

다. 수용자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탄생”하기 시작하면서 물리적 통제가 감

소했는데, 그 영향으로 “물리적 대응의 형식이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연구참여자 최진환은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물리적” 통제가 사라

짐과 동시에 고소, 고발 진정 등의 급증으로 교도관은 수용자를 “달래는 상황

으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최진환: 그러던 것이 2002년도 국가 인권위원회가 생기면서 수용자들이 

눈이 뜨기 시작한 것예요...(중략)...물리적인 힘은 물리적인 힘으로 대항을 

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용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 이제 

덤비거나 덤빌수는 힘으로 안되니까 자해를 하거나 극도의 자해를 하거

나 이런것들이 심했단 말이지. 그러다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탄생하기 

시작하더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본권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서로만 남기고 상담하고 이제 이렇게 달래는 상황으로 바뀌었단 말이

야. 그랬더니 그러한 수용자들이 그러한 물리적 대응의 형식이 확연히 줄

어들었어요. (밑줄 연구자 강조)

연구참여자 정태영도 수용자의 고소, 고발 등을 막지는 못하지만, 수용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면 불만 등이 “어느정도 해소”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수용

자의 마음을 달래는 방식으로 이들을 관리하는 모습이다.

정태영: 이제 뭐 불러서 얘기를 했을 때 뭐 많이 힘든 점이 뭔지 뭐 그런

거 어느정도 좀 해소는 시켜줄 수는 있어요.

정리하면, 2007년부터 2013년에는 성폭력범 등 특정 수용자를 대상으로 심

리치료나 상담을 담당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등 위험 수용자를 구분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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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 진정 등이

급증하자 교도관은 이들의 마음을 달래는 방식으로 이들을 관리하였다.

아. 2014년-현재: 수용자 처우의 과학화

2014년부터 현재의 시대는 수용자 처우의 과학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교

도소에서는 2010년대 무렵부터 ‘위험 범죄자’ 혹은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교정본부와 형사정책연구원 등에서는 이

들의 처우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이는 교정 처우 제도를 과

학화하자는 논의로 발전했다. 예컨대, 형사정책연구원은 ‘재범방지를 위한 범

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를 2010년부터 수행했다. 연구에서는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이수정, 황의갑, 박선영, 2010), ‘고위험범죄자 재

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유병철, 2010)’, ‘교정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조윤오, 정진수, 2012)’ 등을 내용으로 했다.

수용자 처우를 과학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교도소는 수용자 평가 혹은 진

단 도구를 마련했다. 또한, 2016년에는 분류센터의 운영이 확대되면서 수용자

를 과학적인 도구로 분류하여 관리하고자 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당시에는 인성 담론이 확대되었던 영향으로 교도소는

인성교육이 확대되었는데, 인성교육을 표준화하고 과학화하고자 하였다. 인성

교육은 2013년 「교정교화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2015년 2월부터는 전체

신입 수형자를 대상으로 집중인성교육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최영신, 김선희,

박선영, 2015).

즉, 2014년부터 현재의 시기는 수용자 처우를 과학화했던 시기다. 인성의 담

론이 사회에 확대되면서 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도 인성교육이 제공되었는

데, 교정교육에도 수용자의 범죄 성향이나 심리 등을 진단하는 도구를 활용하

여 운영하였다. 수용자 처우의 과학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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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도소의 운영과 전개: 범죄에 대한 불안감 상승과 과밀수용

우리나라는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주의가 공감대를 넓혀왔다. 엄벌주의는 사

회에 범죄가 증가하여 심각해지고 있다는 국민 의식과 강경한 대책을 요구하

는 여론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박순진, 2012). 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범

죄자에 대한 처벌과 형사정책 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다(박순

진, 2012; 박지선, 박상조, 2013).

엄벌주의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된 것은 범죄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영향이

크다. 즉, 국민이 가진 범죄에 대한 인식은 언론에서의 범죄 관련 보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이병기, 이기웅, 1995; 박용규, 2001; 박지선, 박상조, 2013; 박한

교, 2016; Dowler, 2003; Duffy et al, 2008). 박지선, 박상조(2013)는 11년간 범

죄 관련 보도를 분석한 결과, 살인과 성범죄, 강도, 절도 등 4가지 주요 범죄에

대한 보도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고, 2001년부터 2009년에는 살인에 대한 언론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2010년 이후에는 성범죄에 대한 보도가 가장 많

았다고 하였다. 11년간 주요 범죄 발생 건수가 성범죄와 절도는 꾸준히 증가

했지만 살인은 뚜렷한 변화가 없고, 강도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는 증가했다고 하였다(박지선, 박상조, 2013).

이렇게 범죄사건을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에서 상세하게 보도하는

이유는 통제 제도의 존속을 위해서다(Foucault, 1975). Foucault는 “범죄자를

아주 가까운 곳에 두고,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며, 무서워해야 할 존재로 부각

시키려는 장기적인 계획”은 “신문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 것으로 이뤄졌고,

이는 “사회를 분할하여 감시하는 사법과 경찰 차원의 통제책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Foucault, 1975: 434-435). 즉 “경찰-감옥-범죄”는 “상

호보완적이 되며 결코 중단되지 않는 회로를 형성하는 전체적 양상”이다

(Foucault, 1975: 428). 우리나라 교도소에서도 경찰과 감옥, 범죄는 상호보완

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범죄의 생산은 감옥의 성공이라는 도식이 성립되는 것

이다. 범죄사건에 대해 언론 보도는 경찰과 감옥 체제를 유지시키는 통제 장

치로서 작동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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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최진환은 언론 보도의 영향에 따라 수용자의 권리가 크게 달라

진다고 하였다. 예컨대, 그는 교도소에서 자살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기자가 와서 수형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살을 했는지 물었고, 자살 도구인 끈

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만약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된다

면 시민들은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교도소는 “줄 없는 교도소”가

되어 “수용자의 권리는 그만큼 통제된다”고 하며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도록

기자를 설득했다고 한다. 기자를 설득한 끝에 자살 사건은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다고 한다. 언론보도가 시민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수용자의 권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최진환: 당신들은 알 권리 찾고 얘기하지만 수용자 권리는 그만큼 통제된

다. 자 자살을 왜 했냐고 물어봐서 물어봤는데 어 어떻게 했느냐 자 목을 

졸려서 했다. 근데 그 목을 졸릴 수 있는 끈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얘기

하는데 아 끈없는 세상이 어딨냐. 물론 우리 규정상 조사실에 들어가면 

끈은 없도록 한다. 끈이 당신들의 포커스가 되면 결국은 줄 없는 교도소 

만든다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언론 보도는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하는데 큰 영

향을 미친다. 통계청(2008)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

된 불안요인 중 하나로 범죄 발생이 꼽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국의 범

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

다고 나타났다(박순진, 최영신, 1999; 최인섭, 김지선, 황지태, 2003; 김은경, 최

수형, 박정선, 2009).

우리나라 시민들이 가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세계적으로 비교하여도 높

은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하는 보건복지포럼 간행물(2018)의

‘범죄 피해 불안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유럽국(아이슬

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아일랜드,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 프

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 체코)과 비교했을 때 범죄 피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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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안 정도는 높은 수준이었다.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인

‘밤길을 혼자 걷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은 체코가 23.9%로

가장 높았고 러시아(23.35%), 한국(23.07%) 순으로 나타났다(우선희, 2018) 그

러나 한국은 범죄 피해 경험률93)이 1.49%로 비교 국가 중 가장 낮았다. 범죄

경험에 비해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범죄에 대한 불

안과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우선희, 2018).

[그림 Ⅳ-9] 범죄 피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및 직간접적인 위해 경험률

출처: 우선희(2018): 68. 

이와 같이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의 상승은 엄벌주의를 더욱 강하게 한

다. 우리나라 시민들의 범죄 불안은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자유형 선고가

꾸준히 증가했다(박혜림, 2020). 형벌의 비대화는 자유형 규정의 상한을 증가

시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3월 31일에 형법 제42조에 규정된

유기징역 자유형의 상한 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조정했고, 유기 자유형은

25년에서 50년으로, 무기자유형의 가석방 조건은 10년에서 20년 경과로 강화

되었다. 과거에 비해 범죄자에 대한 법적인 통제수단이나 의무 이행을 강제하

기 위한 수단인 형벌을 대거 도입하기도 했다(고필영, 2011). 시민들의 범죄

93) 범죄 피해 경험률은 ‘귀하나 가구원 중 최근 5년(2011-현재) 동안 강도나 신체적 위
해를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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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커지자 특별형법이 입법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특별형법은 사회

의 질서를 창출하려는 목적보다는 시민을 안심시키려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

된다는 평가가 있다(배종대, 2006). 사회적으로 범죄자들을 위험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여 사회를 방위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여론

은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박혜림, 2020). 자유형의 비율은

<표 Ⅳ-24>와 같이 꾸준히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구분 합계
생명
형

자유형
자격
형

재산
형

선고
유예

무죄
형의
면제·
면소

공소
기각
판결·
결정

관할
위반

소년
부
송치

기타

2015
257,984
(100.0)

-
(-)

133,153
(51.6)

3
(0.0)

78,283
(30.3)

3,624
(1.4)

11,858
(4.6)

335
(0.1)

5,879
(2.3)

4
(0.0)

1,981
(0.8)

22,844
(8.9)

2016
268,510
(100.0)

-
(-)

148,194
(55.2)

11
(0.0)

79,488
(29.6)

3,186
(1.2)

9,080
(3.4)

316
(0.1)

5,431
(2.0)

4
(0.0)

1,721
(0.6)

21,079
(7.9)

2017
266,433
(100.0)

-
(-)

149,995
(56.3)

2
(0.0)

78,591
(29.5)

3,369
(1.3)

8,916
(3.4)

348
(0.1)

5,610
(2.1)

2
(0.0)

1,428
(0.5)

18,172
(6.8)

2018
237,699
(100.0)

5
(0.0)

139,905
(58.9)

-
(-)
66,898
(28.1)

2,335
(1.0)

7,496
(3.2)

355
(0.1)

5,207
(2.2)

3
(0.0)

1,419
(0.6)

14,076
(5.9)

2019
235,887
(100.0)

3
(0.0)

144,696
(61.3)

2
(0.0)

61,475
(26.1)

1,856
(0.8)

6,868
(2.9)

373
(0.2)

5,401
(2.3)

4
(0.0)

1,386
(0.6)

13,823
(5.8)

* ( ) 내 수는 구성비(%)임. 
* 자유형, 재산형에는 각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있음(형사소송법 개정(2018. 1. 7. 시행)
출처: 법원행정처(2020): 707.

<표 Ⅳ-24> 제1심 형사공판사건 재판결과별 누년 비교표

정리하면, 2014년부터 현재의 시기에는 국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

하자 엄벌주의가 강해졌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수용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 수용자의 관리: 분류전담센터의 확대와 민간 자원봉사자의 참여

법무부는 그간 수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류처우제도를 운영해

왔다. 분류처우는 수형자의 관리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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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를 구분하여 처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법무연수원, 2021). 소극적

목적은 동료 수용자로부터 범죄 기술을 배우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고, 적

극적 목적은 수형자 처우의 개별화에 있다(이윤화, 1990).

2016년에는 「분류센터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1127호, 2016. 9. 2., 제정)

이 제정되었고, 2017년부터는 지방교정청별 분류전담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법무부, 2017). 분류전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만큼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강화되었다. 「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조(정의)에 따르

면 ‘고위험군 수형자’란 “동종(同種)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를 범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를 말한다.

고위험군 수용자를 분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위험관리수준

평가’다. 「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조(정의)에 의하면 위험관리수준이란 “범

죄의 위험성 및 재범가능성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의 관리수준과 출소 후 재

범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개입 및 원조수준”을 말한다.

위험관리수준 평가 등에 따른 위험관리(RM) 종합 평가서는 ‘위험관리 종합

평가는 수용자에 대한 범죄 관련 요인 등 다양한 검사를 한다. 대표적 지표로

활용되는 것은 REPI다. REPI는 ‘교정재범예측지표(Co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ex)’로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측정하여 5등급으로 구분한다(박

종관, 2015).

2021년 현재 교정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분류처우는 3가지의 등급으로 구

분된다. 기본수용급과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이다. 기본수용급은 성별, 국적,

나이, 형기 등에 따라 수용시설 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① 여성수형자(W급:

Woman prisoner), ② 외국인수형자(F급: Foreign prisoner), ③금고형수형자(I

급: Imprisonment sentenced prisoner), ④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J급:

Juvenile prisoner), ⑤ 23세 미만의 청년수형자(Y급 : Young prisoner), ⑥ 65

세 이상의 노인수형자(A급 : Aged prisoner), ⑦ 형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수형

자(L급: Long-termprisoner), ⑧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M급:

Mentally Handicapped prisoner), ⑨ 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P급:

Physically handicapped prisoner) 등으로 구분한다(법무연수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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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우급은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 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분하

여 개선정도와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것으로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重)경비처우급(S4)으로 구분한

다.

개별처우급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① 직업훈련(V급: Vocational training), ② 학과교육(E급: Education

curriculum), ③ 생활지도(G급: Guidance), ④ 작업지도(R급: Regular work),

⑤ 관용작업(N급: National employment work), ⑥ 의료처우(T급: Medical

treatment), ⑦ 자치처우(H급: Halfway treatment), ⑧ 개방처우(O급: Open

treatment), ⑨ 집중처우(C급: Concentrated treatment) 등으로 구분한다(법무

연수원, 2021).

수용자 입장에서는 경비처우급별 제공받을 수 있는 처우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다. 예컨대, 취미활동 등 자치생활은 S2급 이상의 수형자만 할 수 있고,

접견도 S1급은 1일 1회, S2급은 월 6회, S3급은 월 5회, S4급은 월 4회로 다르

다. 가족만남의 날 행사 혹은 사회봉사나 문화공연 등의 사회적 처우는 S2급

이상만 참여할 수 있고, S3급은 처우상 필요시 참여 가능하지만 S4급은 참여

가 불가능하다. 작업과 외부직업훈련도 S2급 이상의 수형자만 참여할 수 있다

(법무연수원, 2021).

경비처우급을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주의깊게 살펴볼만 하다.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판정하는 데는 과거범죄관련 사항과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 도

주 또는 위험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 경비처우급은 수형생활태도(품행, 책임

감, 협동심), 작업 또는 교육성적(근면성, 작업교육실적)에 따라 소득점수를 산

정하여 형기의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6분의 5 시점마다 심사를 하여 경비

처우급을 조정한다(법무연수원, 2021). 수용생활의 태도 등이 처우 등급을 결

정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은 수용자를 자기규율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분류제도는 수용자를 “‘성적이 좋은’ 자와 ‘성적이 나쁜’ 자를 서

로 비교하면서 위계질서화”(Foucault, 1975: 285)한다. 수용자를 분류하는 것

은 이들을 예속화, 객체화하여 순종하는 신체로 만든다. “신체가 유용하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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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더욱 신체를 복종적으로 만드는, 혹은 그 반대로 복종하면 할수록 더욱

유용하게” 만든다(Foucault, 1975: 217). 즉, S1에 해당하는 소위 모범수형자는

유용한 신체이고, 이는 곧 복종하는 신체를 말한다.

한편으로, 2014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 수용자 관리는 2013년에 법무부

가 발표한 「교정교화 종합대책」에 따라 변화한다. 「교정교화 종합대책」은

2013년 5월 13일 법무부 장관 황교안 장관의 “지시”로서 “수용자의 인성을 변

화시켜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시행하면 좋겠”다는 목적에서 수립되었다(법무부, 2013a).

「교정교화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대책 중 수용자의 관리 방식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은 교정에의 민간 자원봉사자의 참여 부분이다. 「교정교화 종

합대책」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 네트워크 강화’라고 하여 수용

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교정위원과 “1:1 멘토링”과 “스킨십 있는 상담”을 그 방법으로 제

시했다(법무부, 2013a: 25).

“○ 교정위원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 교정위원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교정위원의 전공 등을 고려하여 교정위

원과의 1:1 멘토링 및 스킨십 있는 상담을 강화하는 등 자원봉사를 활성

화하고, 열정있는 자원봉사자를 교정위원으로 위촉 추진. 

○ 법무부 소관 법인 등 관련 단체를 활용한 교육 지원 활성화

한국교정학회, 법무부 소관 법인 등을 활용하여 인성교육 실시 및 자원봉

사자 교육 지원.”

출처: 법무부(2013a): 25. 

2000년 12월 교육위원이 신설된 후, 교정위원은 전년도인 1999년(3,125명)에

비해 2000년에는 1,200여명이 증가한 수인 4,376명이었다(김학성, 2012). 2004

년 12월에는 교화위원, 종교위원, 교육위원 등의 명칭을 교정위원으로 통일하

고 의료위원 추가되었다. 교정위원 중 교화위원은 수형자의 상담과 취업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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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지원을 하고, 종교위원은 수형자에게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교육위원은

수용자에게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지도하고, 의료위원은 수용자에게 의료처우

를 제공한다. 2018년 말 기준 4,777명이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법무연수

원, 2021).

교정시설 수용자의 교화를 위한 민간인의 참여는 1961년 「갱생보호법」이

제정되면서도 이루어진다. 「갱생보호법」은 사회내 처우의 일환으로서 법이

생기면서 1961년에 법무부 산하에 「갱생보호회」가 갱생보호사업을 관장하

였다(정진수, 2001). 1995년에는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률」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정시설 수용자 교화를 위한 민간인의 참여는 일제 강점기인 1911년부터

찾아볼 수 있다. 1911년에서 1912년에 걸쳐 민간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각 지

방의 지명을 따서 ‘출옥인보호회’ ,‘보호국(保護國)’ 등으로 발족되었다(이정수

외, 1989). 갱생보호사업은 ‘면수보호(免囚保護)’라고 불렀고, 그 목적은 수용자

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하는 것과 함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데에도 있었다(이정수 외, 1989). 일제강점기 일본은 조선 항일운동가를 철저

하게 관리, 감독했다는 점에서 갱생사업이었던 면수보호사업은 수용자의 사상

을 통제하고 황국신민으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설에 민간인이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도 있었

지만, 2013년 「교정교화 종합대책」에서 다시금 강조된 것은 당시 황교안 법

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다. 「교정교화 종합대책」도 2013년 6월 발족한

‘교정정책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수립되었다. 교정정책자문단은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교정교화프로그

램 개발,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검증·평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교정행정 구

현을 위해 출범한 제도”이다(법무부 보도자료. 2013. 6. 12.). 교정시설 수용자

의 교화를 위해 민간인의 참여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민간인 자원봉사자를 강조

한 것은 2000년대 민영교도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배경에서

출발한다.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는 IMF 사태가 벌어지며 교도소가 과밀



- 228 -

수용되었고, 이에 대해 교도소의 운영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때, 황교안 장관은 민영교도소를 설립을 논할 2000년

대 초반부터 아가페(민영 교도소 설립 추진 개신교 단체)의 이사를 맡은 바

있다94). 이러한 맥락에서 황교안 장관은 국영교도소의 운영에 있어 민영교도

소의 교화 정책을 많이 착안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정교화 종합대

책」은 “소망교도소(민영교도소)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집중인성교육에서

착안하여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가 위한 것”(법무부 보도자

료. 2013. 8. 28.)이라고 한 점을 보면, 황교안 장관이 민영교도소의 운영을 모

델로 가져오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교안 장관은 민영교도소에서 자

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집중인성교육을 시행하던 것을 국영교도소에 적용하고

자 했던 것이다.

“법무부가 이처럼 수형자 인성교육에 방점을 찍은 것은 국내 유일의 민

영교도소인 여주 소망교도소의 재범률이 극히 낮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

다.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개신교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 만든 곳으로,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을 포함해 

모두 290명이 수감돼 있다. 이곳은 수형자가 들어오면 두 달간 기초 인

성교육을 한다. 모든 수형자가 거치는 필수 코스다. 다음 6개월간 집중 

인성교육에 들어간다. 이 과정을 마치면 공장이나 학교에서 하는 직업교

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출소 두달 전부터는 출소 후 인생설

계를 하게 하고 취업지원에 나선다. 출소 후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출소자

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어려움을 함께 고민한다...(중략)...법무부도 소망교

도소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소망

교도소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국영 교도소에서 적극 도입하

고 있다.” (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2014. 3. 21. 파이낸셜뉴스. 

94) 2013. 2. 1.5. 프레시안. 황교안 “재소자는 기독교로 교화해야 확실한 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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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에서 민간인의 자원봉사를 적극 활용한 것은 국영교도소가 교정

처우 질의 저하로 재범률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비판 때문이다(김무엘, 2010).

이에 수용자를 교화하여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인의 참여와 적

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논의가 나왔다(김무엘, 2010; 김학성, 2012).

연구참여자 이현진은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운영되기 전부

터 설립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 그는 소망교도소에서 자원봉사자를 활

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도관은 “행정이 얽혀” 수용자를 교화하는 것이 쉽지 않

지만 “자원봉사자는 행정력이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교육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교도관은 수용자를 관리하고 감독

하는 일도 해야하지만 민간인 자원봉사자는 이들을 관리, 감독하지 않기 때문

에 교화에 더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현진: 직원들이 하면 행정이 얽혀요. 예를 들면 수용자들은 생존적으로 

불만이 있는 상황인데 직원들이 상담을 한다 뭐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보면 직업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많이 

있는 부분인데 그 직원이 그 사람을 교화를 한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단 자원봉사자는 행정력이 얽혀있지 않잖아요. 순수하게 교육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정리하면, 2014년부터 현재의 시기는 수용자 처우의 과학화를 이루고자 수

용자의 심리나 범죄 성향 등을 평가하는 도구들이 마련되었다. 교도소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수용자를 분류하고, 각 분류에 따라 처우를 다르게 제공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민간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활성화된

시기다. 이를 통해 수용자의 처우는 교도소 내에서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확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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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정교육 기능의 유래 및 변천

본 연구는 교정교육의 기능을 노동력 준비 기능,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 형

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교정교육의 4가지 기능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 현재의 기능을 하

고 있는지 각 기능의 유래 및 변천을 분석하였다.

교정교육의 기능은 전옥서 시기부터 유래를 찾고자 하였다. 대부분은 행형

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일제강점기에서 교정교육의 유래를 찾을 수 있었고, 이

후 사회적 맥락 등에 따라 기능이 변화하였다. 무엇보다도 교정교육의 기능은

형무소에서 교도소로 감옥의 명칭이 변경된 이후 크게 확대되었다. 형무소에

서도 교화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기는 했으나, 적극적으로 교정교화 이념이 도

입되고 강화된 것은 1961년 행형법이 개정되고 명칭이 변경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각 기능의 유래 및 변천은 다음과 같다.

가. 노동력 준비 기능의 유래 및 변천

노동력 준비 기능은 일제강점기 수용자를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자로 변화

하게 한 것에서 유래한다. 이 시기 형무소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목적을 두

기 보다는 형을 집행하려는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교정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일부 모습을 통해 교정교육의 기능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어, 일제강점기 형무소에서는 수용자 중 일부를 선발하여 이들에게 특정 기술

을 가르쳤다. 신문기사에서는 “조선 각 형무소의 목공의 소질이 있는 죄수 24

명을 경성형무소로 모하가지고 그들에게 목공에 대한 학과와 기술을 가르치

는 중95)”이라고 하였다. 즉, 당시 노동력 준비 기능은 수용자에게 지식과 기술

95) 동아일보. 1935. 12. 5. 囚人文盳退治(수인문맹퇴치)와 技術敎育(기술교육)을實施(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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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습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정교육은 매우 일부만을 대상으

로 했고, 대부분 황국신민화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 말에 노동력 준비 기능은 수용자를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

는 자로 변화하게 하였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자로 변

화하게 한 것이다. 이는 1915년에는 수용자를 감옥 건축에의 노동자로 활용한

것에서 볼 수 있다. 일본은 조선인을 감금하기 위해 감옥을 증설하고자 했고,

“건축비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용자를 노동력으로 활용한 것이다(조선

총독부, 1917: 박경목, 2015: 36 재인용).

수용자를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한 것은 일제강점기

말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수용자를 전쟁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한 것에

서도 나타났다. 1940년 6월 20일 매일신보에서 형무소는 이들을 전쟁인력으로

삼을 만한 기술을 가르쳐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것임을 말했다96).

“각 형무소장은 그동안의 실제 성적과 그들의 현상을 살피어 구체적인 

방침을 답신할 것으로 그 결과는 극히 주목되고 있는데 총독부 법무국으

로서는 전시 하에 그만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그만한 노력을 시국산업

으로 운용한다고 하는 중대한 사실에 비추어 이번 회의에서는 종래에 없

던 지도방법을 세우리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응보행형 즉 지은바 

죄의 대상으로 만한 벌을 받게 하는 소극적인 방침으로부터 떠나 교육행

형으로 전향하여 재감 중에 완전한 인격을 갖추는 동시 비상시 하 종후

활동을 한둑 볼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르쳐 훌륭한 인적자원이 되게 한

다는 것이다.” (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1940. 6. 20. 매일신보.

노동력 준비 기능이 수용자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한

모습은 해방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1960년 신문기사(동아일보.

1960. 12. 6.)97)에 따르면, 형무소는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기사 및 공업학

96) 매일신보, 1940. 6. 20. 應報行刑(응보행형)에서 敎育行刑(교육행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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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사를 초빙하여 ‘현대가구론, ’제도 및 도장‘’ 등의 교육을 제공했다고 한

다. 모범수형자는 수형자 중 매우 소수의 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교정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자는 매우 소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형무소 기사 및 공업학교 교사를 초빙하여 ‘현대가구론’, ‘제도 및 도장

론’ 등 과목을 교육받은 다음 각기 자기 형무소로 되돌아가 강의를 담당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 당국자에 의하면 작업훈련의 목적은 재소

자에게 1인1기의 기술을 습득케하여 출감 후 재범을 방지하는데 주 목적

이 있으며 기술교육의 종류로는 ‘목공’, ‘양화공’, ‘이발’, ‘시계 및 라디오 

수선’ 등 종목에 달하는 데 ‘목공’은 마포형무소에서 미장공은 수원형무

소에서 각각 훈련을 받을 것이다.” 

출처: 1960. 12. 6. 동아일보. 

위의 신문 기사를 보면, 직업훈련을 받은 모범수형자들은 다시 형무소로

돌아가 다른 수용자에게 강의를 하게 하였다. 여기서 노동력 준비 기능은

수용자를 노동 기술 전수자가 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력 준비

기능의 양태가 변화한 것이다.

수용자를 기술 전수자가 되게 한 것은 당시 형무소에서 수용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도원 제도가 운영되었다는 것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당시

형무소는 지도원 제도를 통해 모범 수형자의 존재를 만들었다. 모범 수형자

에게는 직업훈련을 포함하여 가석방 등의 기회가 제공되었다98). 당시 직업

훈련은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다른 일반 수용자에

게 모범적인 자로서 기술을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 일반 수용자를 자기규율

의 주체로 변화하게 하는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노동력 준비 기능은 형무소가 교도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확대된

다. 형무소에서도 수용자를 교화하려는 기능이 있었지만 교정 이념이 적극

97) 1960. 12. 6. 동아일보. 旣決囚(기결수) 職業敎育(직업교육)을 시작.
98) 1960. 11. 29. 경향신문. 模範囚(모범수)에 四個月間(사개월간)의 職業訓練(직업훈련) 

出獄後(출옥후)에 自活(자활)의 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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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도입된 것은 1961년 감옥의 명칭 변경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도소로 감옥의 명칭이 변경되고 교정교육이 확대가 된 것은 대표적으로

1970년대 직업훈련에서 볼 수 있다. 1970년대 노동력 준비 기능은 수용자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로 변화하게 했다. 당시에는 범국민적으로 1

인 1기가 강조된 것과 같이 교도소에서도 작업과 직업훈련이 강화되었다.

이는 감옥의 명칭이 교도소로 변경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수용자는 형무소

시절에 비해 교정교육을 많이 제공받을 수 있었다. 1970년대 정부가 국민

한 사람당 한 개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영향이 있다. 아래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면,

당시 정부는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국민을 기술인으로 양성하고자 1인 1

기를 시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산업 기술의 전략적 개발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전국민의 과

학화 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 80년대의 고도 산업 사회에 부응하는 

국민 생활의 과학화를 이룩할 것입니다. 우선 두뇌 개발과 기능 숙련 체

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 교육 제도를 혁신하고 기능 자격 제도

를 개선하여 모든 기술인들이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

함과 아울러, 기능장 제도를 창설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1인 1기의 실현

을 도모할 것입니다.” (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박정희(1973).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제 10집 10월편. 

대통령비서실.

1970년대 후반에는 수용자의 직업훈련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교정시설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의 활동도 두드러진다. 당시 직

업훈련은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특징이 있다. 이는 수용

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노동자로 활용하고자

한 목적이 있다. 국가 경제의 상황에 따라 교도소 수용자가 노동력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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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모습이다(Rusche, Yaley, 1980).

이후 정권이 바뀌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종료되면서 수용자를 국가 경

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노동력 준비 기능은 다소 축소되었

지만, 이들이 출소 후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기능

은 유지되었다.

노동력 준비 기능은 1990년대 후반에 변화한다. 1990년대 후반 노동력 준

비 기능은 수용자가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능이 변화한 데에는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이 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사회에는 실업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최인섭, 이상용, 기광도, 1999; 하태영,

2001; 윤우석, 2010). IMF 경제위기 이후 1998년에는 사기, 횡령,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대폭 증가하였고(하태영, 2001),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의 증대는

폭력범죄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윤우석, 2010).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009년에는 경찰청에서 “1997년 IMF 구제금

융 전후와 최근 범죄추세 등을 분석한 결과 경제불황이 범죄증가로 이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을 발족하였다99). 두 차

례의 경제 위기로 생계형 범죄가 급증한다는 담론이 확대되면서 노동력 준

비 기능이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2010년에는 법무부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

청, 중소기업청과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유는 “일자리 문제가 이들의 사회복귀에 가장 큰 걸림돌

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2010. 10. 28.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 이후

정부는 2013년 예산 편성에 대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취업활동을 지원

하는 근로유인형 안전망 확충”과 함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을 25% 인

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100). 두 차례의 경제위기로 범죄 문제가 커졌고,

실업이 범죄에 긴밀한 영향을 미친다는 담론이 교정시설에도 영향을 미쳐

99) 2009. 1. 6. 파이낸셜뉴스. 경제난, 날뛰는 범죄.. 경찰, 생계침해 대책단 발대.
100) 2012. 9. 25. 한국세정신문. [내년예산] 어떤 내용으로 편성됐나?[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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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를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노동력 준비 기능은 확대

되었다.

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의 확대는 과의 분화로 이어졌다. 2009년 7월 1일부

터 교정본부의 조직개편으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관련 업무가 직업훈

련과로 이관, 조정되었다(공주교도소, 2020). 이후 2009년 9월 29일에는 「수

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법무뷰예규 제907호, 2009. 9. 28. 제정)

을 제정하여 수용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2010년 3월에는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에 따라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협의회’가 구축되었다101).

그러다가 노동력 준비 기능이 현재와 같이 인성을 갖춘 노동자로 변화하

게 하는 것은 2010년대 출소자의 인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부터다. 경제 위

기 이후 교도소는 일부 출소 예정자를 선발하여 이들을 취업처와 적극적으

로 연계해 주고 있지만, 취업처 등에서는 수용자의 인성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취업처는 출소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여러 가지

인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취업처는 출소자들이 기술을 습

득하는 것보다는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어느 중소 기업

인은 “기술은 우리가 가르칠 테니 교도소에서는 사람 만드는데 주력해 달

라”고 했다고 한다(오재돌, 2010: 33).

연구참여자 김지민과 김명진도 출소자의 취업과 창업에 있어 기업들은

“기술은 없어도 상관없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집중인

성교육의 내용 중에는 직업을 체험해보고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는

직업훈련체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김영식, 이백철, 2015)에서도 이러한 문

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지민: 취창업을 시키는데 업체들에서 아 출소자들 기술 없어도 상관없

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래. 인성이 그렇게 중요해 이제 기술은 가르치면 되지만 인

101) 2010. 3. 13. 무안신문. 목포교도소 ‘취업 및 창업지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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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단시간에 가르쳐지지가 않는다. 그 교도소 니네가 좀 해서 보내라 

이제 업체들 얘기들이 이런게 많았었거든요. 

김명진: 이 친구가 그 때 그 경주 그 자동차 부속품 만드는 그 사장이 그

런 얘기를 하더라고. 기술은 떨어져도 됩니다. 인성교육만 잘 시켜서 보

내주면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데려다가 써 봤는데 회식을 하잖아

요. 술이 들어가요 술이. 그럼 돈이 있잖아요. 그걸 훔쳐. 일하기 싫으니

까. 그 사업 망하거나. 그래서. 기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저희들이 가르쳐도 되는 거니까 인성교육 된 애들만 추천해주면 자기가 

얼마든지 해주겠다 이거예요.

정리하면, 노동력 준비 기능은 수용자를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자가 되게

한 것을 시작으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 노동 기술 전수자,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로 변화하여 나타났다. 현

재 노동력 준비 기능은 수용자가 출소 후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와

인성을 갖춘 노동자로 변화하게 한다.

나.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의 유래 및 변천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전옥서에서 수용자를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

로 변화하게 한 것에서 유래한다. 조선시대 전옥서에서는 죄인을 단순히 사회

와 격리시키고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옥 밖에서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교화를 추구했다. 죄인이 모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옥을 원

형으로 만들기도 했다. 즉, 전옥서는 죄인의 모난 성격을 개선하여 타인과 함

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였다.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일제강점기에 변화한다. 일제강점기 절제자로의 변

화 기능은 수용자를 일제에 순응하는 인간으로 변화하게 하였다. 이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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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조선인을 황국신민화하고자 다양한 영역에서 통치를 했던 것의 영향

이 있다. 특히, 일본은 형무소에서 조선인 수감자를 대상으로 황국신민의 도를

가르쳤다. 조선인 수감자에게 황국신민의 도를 가르친 것의 목적은 “아국체

(我國體)의 정화(精華)를 인식체득(認識體得)케 하는 동시에 내선일체(內鮮一

體)의 근본 의(義)를 이해시키어 진실로 충량(忠良)한 황국신민(皇國臣民)인

자각(自覺)을 환기(喚起)102)”시키는 데에 있었다.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형무소에서 수감자에게 황국신민의 도를 가르친 것은

일본에 저항하는 정신을 고쳐 없애고 황국신민이 되도록 하는 개선에 목적이

있었다. 이는 수감자를 일본에 저항하는 태도를 절제하는 자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즉, 일제강점기 절제자라는 것은 일본에 저항하는 사상과 태도를 갖지

않은 자를 의미했다.

일제강점기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행동을 조절하고 제한하는

자로도 변화하게 하였다. 이는 당시 형무소에서 작동했던 ‘동작시한표(動作時

限表)’를 보면,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형무소에서는 수감자를 관리하기 위해

시간표인 ‘동작시한표(動作時限表)’를 만들어 수감자의 하루일과를 통제했다.

여기서 ‘시간표(時間表)’ 아닌 ‘시한표(時限表)’라고 한 것은 수감자들을 엄격

한 시간의 틀 속에서 통제하여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감자를 보

다 순응적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박경목, 2014). 동작시한표는 일반범과 사상

범인 독립운동가로 나눠 운영되었다. 일반범은 서대문형무소 내 공장에서 노

역에 동원되었고, 다음 <표 Ⅳ-25>와 같은 일과를 보냈다. 노역에 동원되지

않았던 ‘사상범’인 독립운동가들은 노역에 동원되었던 자들보다 힘든 생활이

이어졌다. 바른 자세인 정좌(正坐)로 앉아있어야 하고, 오전 10시마다 교도관

의 검사인 검방(檢房)이 이루어져 통제와 감시가 엄격했다고 한다(박경목,

2014). 일본은 이러한 시한표를 이용하여 수감자가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는

자가 되게끔 했다.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제한하는 자가 되게 하는 절제자

로의 변화 기능은 그 이후로도 유지되었다.

102) 1939. 6. 23. 동아일보. 非轉向受刑者(비전향수형자)의 絕無(절무)를期(기)하라 刑務
所長會議(형무소장회의)에서 南總督訓示(남총독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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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월, 12월 2월, 11월 3월, 9-10월 4-5월, 8월 6-7월

기상 7:00 7:00 6:00 6:00 5:00

작업시작 8:00 8:00 7:00 7:00 6:00

휴게 - - - 10:00-10:15 10:00-10:15

점심 12:00-12:30 12:00-12:30 12:00-12:30 12:00-12:30 12:00-12:30

작업시작 12:30 12:30 12:30 12:30 12:30

휴게 - - - 15:00-15:30 15:00-15:30

작업종료 16:00 17:00 17:00 18:00 18:00

취침 19:00 20:00 20:00 20:00 21:00

출처: 『서대문형무소 예규류찬』(1939): 152. 박경목(2014): 7 재인용.

<표 Ⅳ-25> 수감자 동작시한표(動作時限表)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해방 이후 반공이 강조되면서 수용자를 공산주의

사상을 갖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였다. 이 시기에도 수용자는 사상의 자유가 제

한되어 일제강점기와 같이 사상을 통제하는 기능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그 성

격은 일제강점기와 달랐다. 일제강점기 절제의 내용은 일본에 저항하는 사상

이었다면, 해방 이후에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바뀌었다. 시대상과 사회 맥락이

달라짐에 따라 교정교육 기능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한다.

1960년대 이후는 감옥의 명칭이 형무소에서 교도소로 변경되면서 교정교육

도 확대되었다. 예컨대, 1960와 1970년대 신입 수용자와 출소예정자에게는 국

민교육헌장과 반공 교육이 실시되었다. 예를 들어,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교양’ 영역에 ‘국민교육헌장’이 1시간 포함되어 있었다. ‘준법 정

신’ 영역에는 ‘소내 규칙’과 ‘준수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시 소내 규칙

은 반공의 내용이 적혀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반공 교육을 실시했을 것으

로 보인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교육 과정은

다음 <표 Ⅳ-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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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별 교 과 목 시 간 주 관

교양

교양 강좌 1 소장

국민교육헌장 1 교무, 보안

신입 교회 1 교무

준법정신
소내 규칙 1 보안

준수 사항 1 보안

처우
접견, 서신 및 영치 1 보안

누진처우 1 보안

운동 재건 체조 1 보안

계 8 8
출처: 이진수(1970): 111

<표 Ⅳ-26> 1960년대∼1970년대 신입 수용자 교육 과정

1960년대와 1970년대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교육은 ‘교양교육’, ‘사

회교육’, ‘면담’, ‘운동’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이 중 ‘교양교육’ 영역에 국민

교육헌장, 반공교육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경제에 대한 교육을 ‘사회

교육’ 영역에서 제공하였다. 당시 출소예정자 교정교육은 다음 <표 Ⅳ-27>과

같다.

부 별 교 과 목 시 간 주 관

교양

훈육 1 각 과 장

국민교육헌장 1 교무과

반공 교육 1 교무과

사회교육
제 2 경제 1 용도과

경제 개발 1 작업과

면담
(토론회)

독지가 토론회 1 교무과

갱생 사업 1 갱생보호

운동 재건 체조 1 보안과

계 8 8
출처: 이진수(1970): 112.

<표 Ⅳ-27> 1960년대∼1970년대 출소예정자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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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를 공산주의 사상을 갖지 않는 자가 되게 하는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

은 수용자의 쓸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당시 수용자의

쓸 수 있는 권리는 「행형법」(법률 제858호. 시행 1961. 12. 23)에 의해 자유

롭지 못했다. 당시 「행형법」 제 18조에 따라 수형자의 “서신수발은 교도관

의 참여 또는 검열”이 요구되었다. 그러다가 교도소 수용자의 쓸 수 있는 권리

가 더욱 철저하게 제한된 것은 1975년 김지하가 서울구치소에서 쓴 <양심선

언>이 사회에 알려지면서다.

<양심선언>은 김지하 시인이 당시 정권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였다. 예컨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모략이 나에게 들씌워지고 있다. 박 정권

의 억압자들은 나를 가톨릭에 침투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로, 민주주의자로

위장한 공산주의 음모가로 몰아 투옥하였다.103)”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지

하 시인이 쓴 <양심선언>은 교도관의 도움으로 사회에 반출될 수 있었다. 전

병용(1990)은 당시 교도관으로서 “김지하와 밖에 있는 사람들의 각종 서신 연

락을 통해 양심선언을 보완하고 완성하는 작업”을 도왔다고 하였다104). 이 사

건 이후 교도소 수용자에게 펜과 종이가 금지된 것이다(전병용, 1990; 황용희,

2010).

“서울구치소에서 고난의 세월을 살던 1975년 5월 4일, 김지하는 장문의 

<양심선언>을 작성해 만기출소하는 사람 편으로 보냈다...(중략)... 교정국 

산하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에 특별지시가 내려졌다. ‘재소자의 모든 필

기구를 수거하고 편지 이외에 집필을 금지하며 출소자 검신을 철저히 할 

것’ 호떡집에 불이라도 난 것 같았다. 일선 소에서는 직원 전체조회를 통

해 법무장관의 특별지시를 하달하고 소장·보안과장이 진두지휘하여 볼펜 

수거 작업에 들어갔다. 누구든 필기구를 갖고 있다 적발되는 날이면 엄벌

에 처해졌다. 그렇게 하여 교도소에 볼펜씨가 말라버린 것이다.” (밑줄 연

구자 강조)

출처: 황용희(2010): 63-66. 

103) 1989. 10. 29. 시사저널. 그러나 용서할 수 없다.
104) 2013. 7. 25. 동아일보. 교도관들, ‘김지하 양심선언’ 외부 반출 도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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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와 1970년대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의 게으른 태도와 정

신을 근면, 성실하게 변화하게 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기능이 변화한 것에

는 당시 사회적 맥락의 영향이 있었다. 이 시기는 ‘명랑’이라는 언표가 강조

되었고, 당시 집권했던 박정희 정권은 국민을 근면하고 성실한 인간으로 개

조하자 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교도소는 수용자를 정부에 순응하는 명랑

한 자로 변화하게 했다.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이 수용자를 근면하고 성실한 자로 변화하게 한 것

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시행되었던 새마을 교육과 정서교육에서 나타났다.

우선, 새마을 정신교육은 이 시기에 전국에서 새마을 교육이 활발하게 일어

나면서 교도소에도 영향을 미쳤고, 수용자를 대상으로도 새마을정신교육이

실시된 것이다. 교도소 새마을 정신교육의 목적은 수용자의 게으른 자세와

태도 등을 없애 근면, 성실, 자조 등의 태도로 개선하는 데에 있었다(법무부,

1984; 법무연수원, 2008).

“1970. 4.부터 시작되어 국민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 선진조국창

조(先進祖國創造)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새마을정신교육을 재소자의 교

정교육에 도입, 실시하여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배양하고 건

전한 국민의식계도(國民意識啓導)와 준법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수용 생활

의 분위기를 순화하고, 작업 능력의 향상을 가져오는 등 괄목할 만한 성

과를 올리고 있다.”(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법무부(1984): 186.

정서교육은 감옥의 명칭이 교도소로 변경되면서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서교육으로 교도소는 수용

자에게 주 1회 영화 상영, 운동회, 오락회 등을 시행했고, 시와 그림을 그리는

등 작품 활동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서교육은 심성(心性) 교육이라고

도 불렸는데, 심성 교육은 문예(文藝)를 하는 것을 일컬었다. 정서교육은 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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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거나 합창단, 연주회를 하였고 심성 교육에서는 묵화나 조화 등을 주제

로 하였다105). 그러나 이러한 정서교육은 표면적으로는 수용자의 정서를 함양

시켜주는 명시적 목적이 있었지만, 실상은 당시 새마을 운동과 국민교육헌장

등이 시행되었던 것과 같이 인간개조라는 목적이 있었다. 안동교도소 자료에

의하면(경북기록문화연구원 홈페이지106)), 1970년대 재소자들은 정서교육의

일환으로 아침 조례를 했다고 한다. 재소자 조례는 아침 15분간 국기게양을

시작으로 애국가 제창, 국민교육헌장 암송, 재소자 준수사항, 새마을 노래, 건

전가요 합창 등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아래의 [사진 Ⅳ-11]과 같이 당시 교도

소에서 정서교육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목적도 국가가 주도했

던 인간개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0] 1972년 재소자 정서교육 조례행사 

출처: 경북기록문화연구원 홈페이지107).

105) 1077. 2. 23. 경향신문. 矯導所(교도소)에 文藝班(문예반) 心性(심성)교육에 큰 성과.
106) http://www.gacc.co.kr/coding/sub4/sub1.asp?bseq=5&cat=-1&sk=&sv=&yy=&

page=1&mode=view&aseq=3334#.YELjk25t-Ul
107) 위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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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새마을 정신교육과 정서교육은 수용자에게 국민교육 현장 등을

암송하고 수용자 준수사항을 외우도록 하여 이들을 개조하고자 했다. 즉, 이

시기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사회적 맥락의 영향 속에서 수용자를 근면, 성

실한 태도를 지닌 자로 변화하게 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달라졌다. 이 시기에는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이 집권했던 시기로서 불량배 혹은 사회의 악이라

여겨진 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절제자로의 변화 기

능은 수용자를 정부에 저항하지 않는 자로 변화하게 했다. 당시 시행되었던

순화교육과 정신교육은 가혹한 신체 훈련을 통해 수용자를 통제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당시 교도소에서는 순화교육과 정신교육이 시행되었다.

순화교육은 1980년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가 「사회악일소특

별조치」를 발표하면서 삼청교육대를 운영하며 시행된 교육이다. 「사회악일

소특별조치」의 내용을 보면, 교육 대상자들을 일정기간 “선도·순화한 후 건

전한 애국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복귀 후 불리한 대우

를 받지 않고 선량한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108)”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당시 신군부는 1980년 8월 4일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를 발표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삼청교육대로 데리고 갔다. 명목상으로는 폭력범과 사회풍토

문란사범을 소탕하기 위함이라지만 실상은 범죄자가 아닌 민간인도 데려가

가혹한 신체 훈련을 시켰다(박재홍, 2016). 1980년 9월 3일에는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 계획」이 발표되면서 교도소에서도 순화교육이 본격화되었다. 순화

교육의 내재적 목적은 불량배로 여겨지는 자를 교정하기 위해서였다. 교도소

에서 순화교육이 실시된 것은 당시 삼청교육대의 영향과 함께 시위에 참가했

던 대학생들이 교도소에 대거 유입되는 사회상이 반영된 것이다(법무부, 2010:

정우석, 2011).

108) 1980. 8. 4. 경향신문. 國保委(국보위)의 社會惡(사회악)일소 特別措置(특별조치) 발
표 全文(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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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직폭력배 등 사회질서 위반자를 군부대에 집결시켜 육체훈련과 

병행한 정신교육으로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올바른 윤리관 정립을 위하여 

실시한 순화교육의 효과가 현저한데 힘입어 교정시설에서도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정순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1980년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1주일동안 전국 각 교정기관에서 선발된 240명의 교정공무원을 대상으

로 군 부대의 순화교육 교관요원 위탁교육을 실시한 후 수용자 순화교육 

교관요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범죄심성을 순화(醇化)하고 규율생활

에 적응하도록 하는 한편 출소 후 재범방지에도 기여하였다.”

(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법무부(2010): 118. 

교도소는 수용자를 정부에 저항하는 태도와 정신을 절제하는 자로 변화시

키기 위해 가혹한 처벌을 통한 훈련을 실시했다. 박재홍(2016)은 수용자 순화

교육이 군대에서 하는 유격 훈련과 유사했다고도 하였다. 특히 순화교육에서

는 문제수형자들에게 혹독한 기합과 훈련이 실시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

는 문제수형자는 정부에 강하게 저항하는 자들이었을 것이고, 이들을 통제하

기 위해 별도의 신체 훈련을 실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대미문의 공수부대 훈련이 교도소 구내에서 실시됐던 것이다. 재소자

들을 대상으로 매일 오전·오후 2시간씩 운동장의 자욱한 먼지 속에서 유

격훈련과 오리걸음 등을 실시했다. 독이 올라왔던 교관들은 재소자를 무

자비하게 다루었고, 특히 조직폭력배, 문제 수형자는 별도 장소에서 기합

과 얼차려를 실시했다. 문제수형자, 골치 아픈 수형자들의 수난시대였다. 

  나는 교육대장이었다. 빨간 모자 순화교육 교관들이 극한 선을 못 넘도

록 보이지 않는 통제화 교육을 시켰다. 한두 사람이 교육 중 죽어 나가도 

별로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였다.” (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박재홍(2016): 269. 

수용자 순화교육의 교육내용과 시간 계획표를 보아도 대부분 신체의 혹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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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훈련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화교육의 내용과

계획표는 <표 Ⅳ-28>과 같다. 순화교육은 총 192시간 이루어졌는데, 정신교

육 16시간과 입·퇴소 교육 등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8시간은 유격체조,

토끼뜀뛰기 등의 신체훈련이었다. 순화교육대의 구성도 군대 조직과 같이

교육책임관(소장), 교육대장(보안과장), 대대장(교감, 교위), 중대장(교사), 지

도교관(교도)로 이루어졌고, 교관은 붉은색 모자를 착용했다고 한다(공주교

도소, 2020).

구분 계 1주 2주 3주 4주 비고

정신교육
(16)

지휘관 정신훈화 8 2 2 2 2
출소 모범정착자 갱생,
성공 사례 발표

8 2 2 2 2

인내 훈련
(112)

유격체조 20 5 5 5 5
구보(驅步) 40 10 10 10 10

모래가마니 운반 및
들어올리기 등,
토끼뜀뛰기

52 13 13 13 13

특수 훈련
(38)

반복동작 및
반복자성(自省)

38 9 10 10 9

팔굽혀펴기
다리 펴기
오리걸음
반성구호
반복하기

제식
훈련(18)

맨손 조련 등 18 4 5 5 4

기타(8)
입·퇴소식 4 2 2
예비시간 4 1 1 1 1
계 192 48 48 48 48

출처: 법무부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지침시달」(보안240-16946, 80. 8. 30). 공주교도소
(2020): 273 재인용.

<표 Ⅳ-28> 순화교육 교육내용과 시간 계획 

이후 정부에 저항하지 않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강화된다. 교도소는 수용자에게 정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더욱 정부

에 순응하는 자가 되게 했다. 1987년 12월 28일 「재소자 정신교육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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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제정되었다. 이후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이 폐지되고 ‘재소자 새마을

정신교육’의 명칭이 ‘재소자 정신교육’으로 변경되어 시행된다. 교육기간은 1

주 43시간이었던 것을 2주 78시간으로 확대했고, 형기중 3회 실시를 형기

중 매년 1회, 매회 2주로 강화하였다(공주교도소, 2020). 1990년에는 「흉악

범 특별교육·교화 방안」이 만들어지면서 법무부는 1990년 5월 15일 전국

교정시설에 흉악범 특별수용관리 세부지침을 시달하였다. 이와 함께 1990년

부터 시행된 수용자 정신교육은 1989년 12월 마련된「법무부 정신교육 개선

방안」에 따라 실시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실시된 정신교육은 수용자의 저항적인 태도를 개선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정신교육이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을 한 것은

구체적으로 정신교육의 내용과 평가 방식에서 볼 수 있다. 정신교육은 일반

정신교육과 특별정신교육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졌는데, 특별정신교육은 특정

강력범으로 분류된 자를 대상으로 3단계로 실시되었다. 1단계는 일반 수용

자와 특별정신교육 대상자가 동일한 교육 내용으로 매년 2회, 매회 2주간

78시간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예를 들어, 교육 내용은 국가관 확립, 민주시

민의식 등 수용자가 가진 왜곡된 인식을 교정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

로도 실시되었다. 이후 2단계에서는 ‘생활지도’라는 이름 하에 교도관이 특

별관리 대상자 등을 상담하였고, 1인 1교 등 종교를 권장하는 지도를 하였

다(이일노, 2008: 정우석, 2011).

정신교육의 대상자 중 특정강력범은 약취와 유인, 정조에 관한 죄 중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강도,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의미했다. 이는 1990년 법무부가 기존의 ‘흉악범’을 ‘특정강력범’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명하면서 생긴 언표다. 당시 정부는 정부에 저항하는 자들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고자 이들을 특정강력범이라고 부르고, 초중금 교도소에

따로 구금하기도 하였다. 즉, 수용자를 정부에 저항하지 않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이 시기에 확대되어 나타났다.

정신교육의 교육 평가는 자체 강사진 및 교관담이 수행했다. 필요시에는

외부인사의 참석을 통해 평가를 하였다(송태호, 1995). 평가 내용은 정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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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이수 상태, 수용생활, 자생록, 신앙생활 등이 포함되었고, 평가는 3개의

급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송태호, 1995). 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용자는

정신교육을 재교육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정신교육은 수용자를 자기규율 주체

로 만들고자 한 목적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A급은 개선가능

자로서 정신교육이 연 2회에서 1회로 줄고, 학과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에 참

여할 수 있었다. B급은 개선미흡자로 연 2회의 재교육을 받아야 했고, C급

은 개선곤란자로 청송 제2교도소로 이송되어 다음 단계의 정신교육을 받았

다. 정신교육의 과정은 다음 <표Ⅳ-29>와 같다.

일반수용자 정신교육
특정강력범 정신교육

(1단계는 일반 수용자 정신교육과 동일)
2단계 정신교육 3단계 정신교육

정신수련(47시간, 60%)
- 국가관확립
- 통일교육
- 준법정신 함양
- 충·효·예의 생활화
- 참되게 사는 길
- 국난극복사
- 현대인의 직업윤리
- 민주시민의식
- 인간의 존엄성
- 신앙과 인간생활
- 국민생활과 경제발전
- 갱생성공사례
- 기타 필요한 과목

정신수련(94시간, 60%)
정신수련(39시간, 50%)

특강 4
국가관확립 8 특강 2
인간의 존엄성 8 인간의 존엄성 4
도덕성 회복 8 도덕성 회복 4
민주시민의식 8 민주시민의식 4
참되게 사는 길 8 참되게 사는 길 4
충·효·예의 생활화 8 충·효·예의 생활화 4

인간관계 8 현대인의 직업윤리 4
현대인의 직업윤리 8 신앙과 인간생활 4
신앙과 인간생활 8 집단 카운셀링 5
집단 카운셀링 10

시청각교육
(갱생성공사례 등)

4시청각교육
(갱생성공사례 등)

8

심신단련(24시간, 30%)
- 제식훈련
- 레크리에이션
- 건강체조
- 각종 구기운동 등

단체적응훈련(62시간,
40%)

단체적응훈련(39시간,
50%)

제식훈련 14 제식훈련 10
체조 및 극기훈련등 24 체조 및 극기훈련등 17
레크리에이션 8 레크리에이션 4

체육(구기운동) 16 체육(구기운동) 8
출처: 송태호(1995)와 정우석(2011)의 내용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표 Ⅳ-29> 정신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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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으로 수용자를 정부에 저항하지 않는 자로 변화하게

한 것은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정신교육이 2006년까지 지속

적으로 운영된 것에서 알 수 있다. 2002년 정신교육이 개정되면서 신체훈련

은 전체 정신교육 중 10%만 구성되어 있어 대폭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신체

를 통한 통제는 이어졌다.

2002년에 정신교육에서 신체 훈련이 감소한 것은 정권이 교체된 것의 영

향이 있다. 신군부 시절 만들어져 시행되었던 정신교육은 정권이 바뀌자 점

차 축소되었다. 그리고 정신교육의 축소는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인권 담론이 확산되자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한 것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향으로 정신교육은 축소되었

고, 이후 2006년에는 폐지되어 인성교육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그 결과,

수용자를 정부에 저항하지 않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

은 이후 확연하게 축소되었다.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변화한다. 이는 신창원

사건의 영향이 있다. 신창원은 1997년 교도소를 탈옥했지만 1999년에 다시

검거되었다. 신창원이 탈옥한 사건이 벌어지자 교도소는 수용자를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고 제한하는 자가 되게 했다. 특별히 관리해야할 대

상을 ‘특별관리대상’이라고 명명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으로 수용자를 자신의 문제를 조절하고 제한하는 자

로 변화하게 한 것은 2000년대 후반에 확대가 된다. 교도소는 2000년대 초

반부터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이들이 심리적이고 행동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제공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심리치료는 2008년 조두

순 사건 이후 확대되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실시되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청소년 단체가 성폭력 범죄자에게 교육을 제공했던 것은 당시 아

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권 의식이 향상된 것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은 1999년 큰 이슈가 되었던 ‘원

조교제’ 사건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원조교제란 일본에서 유래한 용어로 주

로 성인 남자와 여자 중고생 사이의 성적 교제를 말한다(전대양, 2000).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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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즈에서 ‘원조교제’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원조교제와 관련된 신문기

사는 1997년에는 6건, 1998년 63건에 불과하였지만 1999년 327건으로 증가

했고, 2000년에는 1,246건으로 급증했다. 원조교제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학

회에서도 이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00년 한

국심리학회에서 청소년 원조교제에 대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동과 청소년 단체가 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2008년 10월 부산교도소에서는 부산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성폭력사범 교육을 실시했다(법무부, 2008). 교육 내용은 다음 <표

Ⅳ-30>과 같다.

회차 내용

1 프로그램 소개 및 개별 상담

2 목표정하기, 별칭으로 상호간 마음열기

3 성지식 바로알기(퀴즈). 설문지작성

4 성폭력 유형별 분석, 그림으로 표현하기

5 성폭력개념 정의, 잘못된 성인식 점검

6 그림을 통한 심리분석

7 사건동기 찾기, 피해자 체험수기

8 피해자 관련 동영상 보기

9
성폭력 근절 대안 그림, 글로 표현하기
교육목표 달성도 알아보기, 교육평가

출처: 법무부(2008): 1. 

<표 Ⅳ-30> 성폭력 사범 교화프로그램 

위의 표를 보면,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대부분 심리를 분석

하거나 왜곡된 인지를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성폭력

유형별 분석, 그림으로 표현하기’나 ‘그림을 통한 심리분석’은 성폭력 사범의

심리를 분석하여 이들이 자신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성지식

바로 알기’, ‘잘못된 성인식 점검’ 등은 이들의 왜곡된 인지를 개선하는데 목

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2000년대 후반 이루어졌던 심리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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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자신의 문제 행동을 절제하는 자로 변화하도록 했다.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이 현재와 같이 수용자를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한 것은 회복적 사법의 논의가 확대된 것에서 유래한다. 회

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가해자 혹은 지역사회 구성원 등 범죄사건 관련자들

이 사건의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혹은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이진국, 오영근, 2006; 신

용해, 2009; 김용세, 2011; 김영식, 2013).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4월 ‘한국피

해자 학회’가 창립되었고(한국피해자학회 홈페이지109)), 이후 회복적 사법

(Restorative Justice) 논의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신

용해, 2012).

회복적 사법 논의의 확대는 2011년 교정심리치료센터가 개원하면서 이루

어졌던 심리치료 교육 과정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제시된 심리치

료의 영역은 크게 6가지였는데, 그 중 하나가 ‘피해자 고통/공감’이었다. ‘피

해자 고통/공감’에서는 성학대가 피해자에게 끼친 고통에 대해 이해하고, 피

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법무부, 2011b).

또한, 교정교육의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이 수용자를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것은 2010년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소하면

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자를 위한 다양한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했는데, 그 중 하나가 ‘아가페 영성 스쿨(아가페

교육)’이다. 영성 스쿨은 소망교도소가 개소하기 전 2005년부터 약 6년간 시

범실시를 걸쳐 만들어진 교정교육이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 과정은

‘아가페 정규교육’이라고 불렀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교화-집중인성’

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했다. 2015년부터 2021년 현재는 ‘영성 스쿨’이라

고 부르며 6개월의 교육과정을 수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소망교도소,

2021). 이러한 영성 스쿨은 현재 국영교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집중인성교

육의 모델이었던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었다. 영성 스쿨이라는 교정교육이

수용자를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것은 영성 특강이

109) http://www.victimology.or.kr/bbs/board.php?bo_table=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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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에서도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는 자원봉사자

의 참여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영성스쿨의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도 명칭 주요과정(기간: 6개월)

2010 ∼ 2011 정규교육과정 ⋅요일별(월-금) 과정:
(목적이 이끄는 삶, 성품 시리즈, 기독교교리,

제자훈련, 성경 인물탐구)
⋅기타 프로그램: 내적치유, 피스메이커 등

2012 ∼ 2015 교화-집중인성

2015 ∼ 현재 영성스쿨

⋅입문과정(구원과 복음 특강, 관계훈련,
기독교 인간관 등)

요일별 과정(삶의 목적, 성품, 독서,
기초교리, 일대일양육, 영성특강 등)
⋅기타 프로그램: 드라마치유, 집중묵상,

기도, 영성특강, 내적치유 등
출처: 소망교도소(2021): 92. 

<표 Ⅳ-31> 소망교도소 영성스쿨 변천 과정

소망교도소의 교정교육 중 수용자를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기

능을 하는 것은 ‘공감인성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있다. 공감인성의 핵심 주

제는 관계성이다(소망교도소, 2021). 이는 2011년부터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과정으로 운영되던 것인데, 점차 컴퓨터를 잘 다루는 수용자가 증가하면서

변화한 교정교육이다. 이후 이 교육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컴퓨터 인성

교육이라고 부르며 PPT나 포토샵 등의 기능교육(30%)과 더불어 자존감 회

복과 치유 등을 주제로 한 인성교육(70%)을 함께 진행했다. 2016년부터

2021년 현재는 공감인성이라고 부르며 6개월의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

개의 단계인 관계 형성, 자아성찰, 실천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2개월

씩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공감인성이라는 교정교육은 수용자의 공감 능력

을 강화시켜 온전한 관계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소망교도소,

2021). 공감인성 프로그램의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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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명칭 주요과정(기간: 6개월)

2011 ∼ 2013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과정

⋅OS 과정, 워드프로세서 2급 필기 및 실기 과정

2014 ∼ 2015 컴퓨터 인성
⋅기능교육: PPT, 포토샵 기초
⋅인성교육: 자존감 회복, 치유과정

2016 ∼ 현재 공감 인성

⋅관계형성 과정: 스토리텔링, 레크리에이션, 특
강 등
⋅실천 과정: 스토리텔링 및 드로잉, 자기 객관
화, 공감능력 훈련, 품성교육(Bee Korea), 디베
이트 토론 훈련, 솔류션 컨퍼런스 등

출처: 소망교도소(2021): 98.

<표 Ⅳ-32> 소망교도소 공감인성 변천 과정

정리하면,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수용자를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에 순응하는 자,

교도소 내에서 행동을 제한하는 자, 공산주의 사상을 갖지 않는 자, 정부에

저항하지 않는 자로 변화하게 했다. 현재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자신의 문제 행동을 조절하고 제한하는 자와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

로 변화하게 한다.

다.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의 유래 및 변천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일제강점기 수감자를 기초학력 소지자로

변화하게 한 것에서 유래한다. 일제강점기 감옥의 명칭은 형무소로서 수용

자의 교정교화 혹은 재사회화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형을 집행하는 데 주력

했다. 그럼에도 교정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들이 있는데, 이 중 일제강

점기 형무소에서 조선인 수감자에게 학과교육을 제공한 것도 있다. 일본이

조선인 수감자에게 학과교육을 제공한 것은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만들고

자 한 목적에서였다. 교육은 일제의 식민정책을 선전하고 이데올로기를 전

파하는 강력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철, 2010). 즉, 일본은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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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미세한 통치전략을 통해 황국신민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

회적 분위기에서 형무소에서도 수감자에게 학과교육을 제공했던 것이다. 그

러나 형무소에서는 조선인 수감자에게 잔혹한 신체형 처벌이 시행되었던 만

큼 교정교육은 매우 소수의 자를 대상으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형무소에서 학과 교육은 간이보통과(簡易普通科), 보통과(普通

科), 보습과(補習科), 특별과(特別科)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교육 내용으

로는 산술, 수신, 창가조선어 등이었다.

“현재 형무소 내의 교육은 지덕육(智德育) 방면으로 수형자에 대하야 간

이보통과(簡易普通科), 보통과(普通科), 보습과(補習科), 특별과(特別科) 등

으로 나눠서 수형자의 교육 정도에 응하야 교육을 시행하고..(생략)” 

출처: 1938. 5. 12. 동아일보.

1939년 신문기사에 의하면, 평양형무소에서 남자, 여자 수감자 총 1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 이들을 문맹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하였다.

“평양교도소에서는 일단 문맹자들의 출소 후의 갱생생활에 있게 하는바 

있게 하고서 얼마 전 소학교졸업정도의 학력을 가르켜주고서 초등정도의 

성인교육을 실시하여 왔었는데 여기에 교육을 받는자 남자육학급 백명 

여자사학급 삼십명에 달하여 열심히 공부들을 하여 상당양호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금월이십육일로써 제일회의 종료식을 거행하여 남녀

일백삼십명의 문맹을 계몽하였다. 그리고 또 신학기는 일월십일부터 수

업을 개시하기로 되었다.”

출처: 1939. 12. 29. 매일신보.

 위의 신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일제강점기 형무소에서 시행한 교육을 ‘성

인교육’이라고 부른 것이다. 신문의 제목은 “형무소 재감자에게도 성인교육

의 서광-평양에서 성인교육 첫 종료식”이었다110). 일제강점기 신문기사에서

110) 매일신보, 1939. 12. 29. 「刑務所在監者에도 成人敎育의 曙光 -平壤에서 第一回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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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교육’이라는 언표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나의 언표에

는 무수히 많은 권력과 담론이 담겨있기 때문에(Foucault, 1971) ‘성인교육’

이라는 언표에도 어떠한 힘의 작용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성인교육’은 일본이 조선을 문화식민화하기 위해 조선 성인에게 교육을 제

공했던 것과 연관된다. 일본은 완벽한 식민통치를 위해 조선의 아동뿐만 아

니라 성인들에게도 교육을 제공했다. 일제강점기 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들의

나이도 최소 7세부터 최대 23.2세였다는 점(유철, 2010)을 감안하면 일본은

교육을 통해 무단정치를 하고, 모든 연령의 조선인을 황국신민화 하고자 했

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성인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일본이 『조선어독본』을 전국

에 배포한 것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함북도 농촌에는 성인교육으로 조

선어 독본을 배급하였는데111), “도내농촌에 성인교육회(成人敎育會를) 설치”

하여 “조선어독본급산술서교화재(朝鮮語讀本及算術書敎化材) 요약(料約) 2만

부를 인쇄하여 관내 각 군(郡)에 다 공급할 모양이다”라고 하였다. 일제강

점기 『조선어독본』은 일제의 문화정책이 집약된 교과서로, 식민지적 주체

를 생산하고자 하는 문화적 장치였다(강진호, 2011). 일제의 교과서는 내용

을 하나하나 통제하면서 자신들이 의도한 주체를 만들고자 한 정치적 텍스

트였다(강진호, 2011). 브루디외(Bourdieu)가 말한 것처럼, 교육은 이데올로

기를 재생산하는 도구이며 체제를 선전, 유지하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교과서를 만드는 것부터 당국의 통치전략을 반영하고

자 했다. 한 국가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 중 하나가 학교라

는 그람시(Gramsci)의 지적처럼 교육은 당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전파하

는 강력한 수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어 교재를 ‘교화재(敎化材)’라고

표현한 것도 일본의 통치 정책을 담고있는 표현이다. 당시 ‘교화(敎化)’는 일

본이 조선인을 식민화 주체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했고, 교화 정책은 형무

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활발히 일어났다. 그리고 형무소 수감자를

了式」.
111) 매일신보, 1930. 10. 28. 「咸北道農村의 成人敎育狀況 讀本 二萬部 印刷配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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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도 교육을 제공했다는 것은 이들을 덜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잘 처벌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전체에 보다 깊숙하게 침투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으로 수용자를 기초학력 소지자로 변화하게

하는 것은 일제로부터 해방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1950

년대 형무소에서는 수용자에게 한글교육과 학과교육을 시행했다. 1947년 마

포형무소 수감자는 2500명 정도였는데, 이 중 75%인 1875명의 문맹자에게

한글 교육을 실시했다.112) 한글교육이 확대되면서 교도소는 여성 수형자를

대상으로도 한글 교육을 제공했다(공주교도소, 2020). 수용자의 75% 정도의

인원에게 한글 교육을 제공했다는 것을 보면, 수용자는 한글 교육에 거의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교도소에서 수용자를

형식적인 참여자로 변화하는 기능은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으로 수용자를 기초학력

소지자로 변화하게 한 것은 일제강점기와는 달랐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형

무소에서 수감자에게 학과교육을 제공했던 것은 조선인을 황국신민화하겠다

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지만 해방 이후에 이루어졌던 한글교육은 국민에게 한

글을 익히도록 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언어는 국민 정신을 형성하는 도구로서(이선영, 2012) 일제강점기에

는 일본의 민족말살정책으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해방 이

후에는 전 국민이 우리말을 배우도록 진흥되었다.

해방 이후 형무소에서 한글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당대 사회에

서 문맹퇴치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의 영향이 있다. 당시 한국에서

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구호 하에 문맹퇴치운동이 전국민적으로 일어났다.

1946년 6월 19일 신문기사에서는 한글을 알고 쓸 수 있어야 우리나라 국민

으로서 중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배워야 산다”와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

은 문명 사회로서 필요한 일임을 말했다113).

112) 1947. 8. 3. 동아일보. 刑務所(형무소) 內(내)서도 文盲退治運動(문맹퇴치운동).
113) 1946. 6. 19. 조선일보. 아는 것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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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이다. 해방된 조선 독립이 약속된 조선 민주주의 국가의 국

민이 될 우리는 알어야만 한다. 우리 글을 볼 줄 알고 쓸 줄 알어야 한다. 

왜적의 식민지 백성 노릇할 때도 알어야 하겠거던 더구나 독립될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야 되겠는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야 정치할 사람을 선거할 

때도 그 이름을 쓸 줄 몰라서야 어찌 국민의 권리를 행할 수 있겠는가. 

그뿐이랴 글을 볼 줄 알어야 우리의 문화가 되고 훌륭한 국민이 될 것이

다...(중략)...‘배워야 산다. 이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아직도 우리조선에서

는 높이 부르짖어야만 할 처지에 있다.” (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1946. 6. 19. 조선일보.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형무소가 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함

께 확대되어 나타났다. 특히, 1970년대는 수용자에게 학과교육이 보다 활발

하게 이루어지면서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이 강화되었다. 1970년대

교도소는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으로 수용자를 무지에서 탈출한 자로

변화하게 하였다. 이는 1960년대와 1970년대 형성된 범죄자에 대한 담론의

영향이 있다. 당시에는 가난과 무지가 범죄의 원인이라고 보는 담론이 확산

되었다. 1967년 신문에서는 범죄자를 “무지(無地)한 탓으로 범죄(犯罪)를 저

질러 장용(妝容)된 가련한 국민(國民)114)”이라고 하며 이들의 문맹퇴치에 보

다 힘쓸 것임을 말하였다.

당시 범죄자의 대다수가 빈곤하거나 무지한 자라고 여겨졌던 것은 사회에

서 의무교육이 시행되면서 국민의 학력은 높아졌지만 학교에서 이탈하는 자

들이 범죄의 길에 빠지는 세태가 발생했던 영향이 있다. 즉, 이는 1960년대

부터 심각하게 대두되어 온 소년 범죄에서 비롯된다. 소년범들이 학교에서

이탈하여 범죄자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사회에서는 이들이 가난하고 무지하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동아일보. 1963. 5. 3.). 이러한 담론은 성인의 범죄를

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114) 1967. 3. 2. 조선일보. 行刑制度改革(행형제도개혁)에 賛同(찬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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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무지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인식이 성인에게도 적용된 것은 당

시 교도소 수용자의 생활 수준과 학력별 수준을 논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

다(김형탁, 1971). 김형탁(1971)은 1970년 범죄자의 경제력과 학력 수준은 낮

기 때문에 수용자에게 학과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1970

년 『교정』 잡지에서도 무지가 범죄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교화에 집중해

야 한다고도 하였다(김상덕, 1970). 다음 [그림 Ⅳ-11]는 1970년 대구교도소

수용자의 생활 수준을 표시한 그래프이고, <표 Ⅳ-33>은 1969년 전국 수형

자의 학력별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그림 Ⅳ-11] 1970년 대구교도소 수용자 생활 수준별 분류 

출처: 김형탁(1971): 6.

구분 문맹 국퇴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총계

수형자 (명) 1,169 1,562 10,421 4,526 2,877 315 20,870

비율(%) 6 7 50 22 13 2 100
출처: 김상덕(1970): 27.

<표 Ⅳ-33> 1969년 교정시설 수용자 학력별 현황 

위의 그래프와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 교도소 수용자는 경제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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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와 ‘극빈’에 속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고, 학력 수준도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 맥락과 통계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범죄자가 가

난하거나 무지한 사람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범죄통계는 실제 범죄 현상의 정확한 수치를 반영하고 있다기보다는 법집행

기관의 활동 지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115). 이는 1970년 우리나라의 교

육 단계별 취학률을 보아도, 초등학교 취학률은 높은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

교,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취학률은 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에서도 범

죄자에 대한 담론이 사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Ⅳ-34>와 같이 1970년 초등학교 취학률은 92%임에 반하여 중학

교는 36.6%, 고등학교는 20.3%, 고등교육기관은 5.4%이다. 이러한 당시 상

황을 감안하면, 범죄의 원인을 빈곤이나 무지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분 1970년 취학률

유치원 1.3%

초등학교 92%

중학교 36.6%

고등학교 20.3%

고등교육기관 5.4%
취학률=(취학 적령의 재적 학생수 ÷ 취학 전령 인구) ×100
출처: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Ⅳ-34> 1970년 교육단계별 취학률

197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의 낮은 학력 수준에서

보았던 담론의 영향으로 교도소는 수용자에게 학과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

115) 1976. 6. 7. 경향신문. 犯罪(범죄) 총발생 件數(건수)는 매년 줄지만 强力犯(강력범)
은 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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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1970년 대구교도소에서 수용자 학과교육은 국어, 산수, 공민, 국사 등

이 이루어졌는데, 공민과에서 국어 264시간, 산수 132시간, 공민 132시간 총

528시간이었다(김형탁, 1971). 다음 <표 Ⅳ-35>는 1971년 대구교도소 성인

교육 과정의 구분에 대한 표이고, <표 Ⅳ-36>은 각 교육 과정의 시간표이

다.

과 수업시간 정도 자격기준

공민과 1년 한글완전해득정도
문맹자나 국민교 3년 이하 과정을

이수한 자

교양과 1년 국민교 졸업정도 국민교 4년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

출처: 김형탁(1971): 47.  

<표 Ⅳ-35> 1971년 대구교도소 성인교육 과정 

구분 공민과 교양과

월(月) 국어 산수 국어 공민

화(火) 국어 산수 국어 산수

수(水) 국어 공민 국어 산수

목(木) 국어 산수 국어 산수

금(金) 국어 공민 국어 공민

토(土) 국어 공민 공민 국사
출처: 김형탁(1971): 47.  

<표 Ⅳ-36> 1971년 대구교도소 성인교육 수업 시간표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달라진다.

이 시기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타율적인 자로 변화하게

하였다. 당시 정권은 불량배와 폭력범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에 불량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였다. 정부는 불

량배로 치부되는 자들은 “사회적 독소”를 가진 자들이고 “국민의 재산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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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까지 위협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전파했고, 이를 위해

「사회악일소 특별조치」는 시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우리 사회 주변에서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온 폭력사범을 비롯해서 사기

꾼과 공갈, 도박, 밀수 사범, 마약 사범 등 각종 사회적 독소를 뿌리 뽑기

로 한 것인데 이러한 사회악이 만연됨으로써 정직하고 착실한 대다수 국

민들이 마음 놓고 명랑한 생활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고질적인 요인이 돼 왔습니

다.”

출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116).

이러한 맥락에서 시행되었던 순화교육과 정신교육은 수용자의 인격도야를

목적으로 혹독한 신체 훈련을 통해 이들을 통제하였다. 교육 대상자로 판단된

자들은 이러한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했다. 특히, 정신교육은 총 3단계로 이

루어졌는데, 각 단계마다 교육 후 평가를 하여 평가가 좋지 못한 자는 다음 단

계의 교육에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다. 1993년에는 「특정강력사범 정신교

육에 관한 지시」(1993. 2. 19.). 교화 23590-14)에 따라 이후 1993년부터는 대

전교도소와 청송교도소에서 실시하던 2단계와 3단계 특별정신교육 업무를 청

송 제2교도소로 이관하여 해마다 약 3만명씩 교육하였다(법무부, 2010). 특정

강력범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강화했던 모습이다.

수용자를 타율적인 자가 되게 하는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2000년

이후 정권의 교체와 사회 맥락의 변화로 다소 축소되었다. 특히 2006년 4월에

<수용자 정신교육 제도 개편 추진계획>이 수립되면서 정신교육은 폐지되었

고, 이는 ‘수용자 인성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당시 법무부는 정신교육을

인성교육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교육과정 명칭이 권위적 집단교육의 인상

을 줌으로써 거부감 유발”하고, “국가관 확립 등 단조로운 교육과목”이기 때

116)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Y&
archiveEventId=004932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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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라고 하였다(법무부, 2006: 2). 정권이 바뀌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신교육도 축소, 폐지된 것이다.

2006년에 정신교육이 폐지되면서 정신교육 지침은 「수용자 인성교육 등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되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8). 정신교육이 인

성교육으로 전환이 될 당시 전국교육교화과장 워크숍(2006)에서도 이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워크숍의 제 3주제는 ‘수용자 인성교육 실시방안’이

었는데, 이는 기존의 정신교육 대신 인성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논의였다(정우

석, 2011). 워크숍에서 정신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는 형식적 교육

위주로 교화보다 계호를 중시한다는 점, 전문적 프로그램과 전문가가 부족하

다는 점 등이었고, 개선 방안으로는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실현시

켜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안되었다(정우석,

2011).

2006년에 전국 ‘교육교화과장’ 워크숍이 열리고 정신교육에서 인성교육으로

의 변화 논의가 가능했던 것은 2006년 법무부 조직 개편과 함께한다. 교육교

화과장이 있던 것도 2006년에 법무부 조직이 대폭 개편되면서다. 교정국 교화

과가 교육교화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전국 교정시설의 교무과도 교육교화과

로 변경되었다. 법무부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통폐합하거나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부서명칭도 일반인들이 해당업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117). 여기서도 인성교육을 포함하여 교정교육은 사회

에 보여주는 전시행정의 목적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 박건우는 당

시 교무과가 교육교화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교도소의 교무과가 학교의 교

무과와 유사하여 헷깔린다는 이유에서 였다고 하였다.

박건우: 교육 업무를 줄여서 교무예요. 옛날에 사회복지과 전신 이름이 

교육교화과 전에는 교무과였고. 그 다음에 교무 이런 말이 학교에서의 교

무과랑 헷갈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르게 하자 해서 교육 교화과. 이렇게 

했던 거예요.

117) 2006. 2. 13. 법률신문. 검찰국·교정국 부서명칭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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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0년대 중반 즈음부터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무지에서 탈출한 자로 변화하게 하는 양상이 다시금 확대되었다. 이는 당시

고등교육이 확대된 것에서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교도소에서는 고등교육을 본격적으로 제공

하였다. 1995년부터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 과정(독학학위제)이 운영되

었다. 교도소에 방송통신대학교는 2004년 여주교도소를 시작으로 2005년 전

주교도소, 2006년 청주여자교도소, 2007년 포항교도소에서 방송통신대학교

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는 교도소와 특정 대학이 협정을

맺어 수용자에게 고등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도소 수용자에게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고등

교육이 확대된 것과 함께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고등교육으로 대학,

독학학위제,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독학학위제

는 1990년부터 운영되었고, 방송통신대학은 1996년 9월에 ‘방송대학 TV’가

개국한 후, 1997년 5월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규칙」 제 364호에 의해 ‘평

생교육원’을 설립했다(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118). 1990년대 인권에 대한

인식의 향상과 함께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의 확대는 교도소에도 영향을 미쳤

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과 그 일환으로서 고등교육이 확대된 것은 국제적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부터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적 교육기구로는 국제성인교육협회(CONFINTEA: Conference

Internationale sur L'education des Adultes)가 있다. 제1차 세계성인교육회

의는 1949년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덴마크 엘시노어에서 개최되었다. 제2

차는 1960년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 3차는 1972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제 4차 성인교육회의는 1985년 3월 19일부터 29

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고, 제 5차는 1997년 7월 14일부터 18일까

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었다. 제 5차 세계성인교육회의의 주제는 ‘성인

118) https://smart.knou.ac.kr/smart/5900/subview.do?epTicket=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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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21세기를 위한 열쇠(Adult learing: a key for twenty-first centry)’로

서 10개의 테마(Theme)를 중심으로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중 8번

째 주제는 ‘모두를 위한 성인 학습: 다른 그룹의 권리와 열망(Theme 8:

Adult learning for all: the rights and aspirations of different groups)’이었

고, 내용에는 ‘교도소 수용자(prison inmates)’가 포함되었다(UNESCO, 1997:

37). 이러한 흐름과 함께 미국 등국외에서는 교도소 수용자에게 고등교육을

제공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1996년 미국 San Quentin 교도소에서는 대학

프로그램을 운영에 착수하였고, 1999년부터 교도소에서 대학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도소도 국제적으로 평생교육이 확대된 것의 영향

으로 고등교육을 확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 중반부터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타율적인 자

로 변화하게 하였다. 예컨대, 2015년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전체 신입 수

형자를 대상으로 집중인성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서 이를 볼 수 있다.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모든 수용자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집중인성교육의

이수 시간을 채워야 한다. 즉, 집중인성교육은 일종의 의무교육과 같이 운영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용자는 집중인성교육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타율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즉, 2010년 중반 이후 형식적 참

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타율적인 자로 변화하게 한다. 이 때, 수용

자를 타율적인 자로 변화하게 하는 방식은 1980년대와 1990년대와는 차이가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교도소가 수용자를 타율적인 자로 변화하게 하

는 방식은 신체 훈련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는 수용자의

신체는 배제되었고, 정신을 중심으로 이들을 변화하게 하였다.

집중인성교육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되었다. 2013년 5월 13일 황

교안 장관은 “수용자의 인성을 변화시켜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법무

부, 2013a: 1). 이에 따라 2013년 5월 28일에는 「교정교화사업의 실질화 방

안」추진 계획안이 보고되었고, 2013년 5월 29일부터 ‘교정프로그램 개발 추

진 T/F팀’ 구성 및 운영, 2013년 6월 12일부터 ‘교정정책 자문단 구성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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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 추진되었다(법무부 보도자료. 2013. 8. 28.).

당시 황교안 장관이 언급했던 ’교정교화프로그램‘은 민영교도소인 소망교

도소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을 의미했다. 민영교도소에서 시행하

고 있던 인성교육을 국영교도소에 도입하고자 한 이유는 민영교도소의 재범

률이 국영교도소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결과 때문이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2014. 3. 21. 파이낸셜뉴스), 2013년 소망교도소의 재범률은 2.59%로 전국

국영교도소의 평균인 22.4%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법무부가 이처럼 수형자 인성교육에 방점을 찍은 것은 국내 유일의 민

영교도소인 여주 소망교도소의 재범률이 극히 낮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

다...(중략)..수형자 교화를 위해 시설부터 운영 방식까지 전 과정이 수형

자의 인간적인 대우와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덕분인지 지난해 소망

교도소 재범률은 2.59%. 전국 평균인 22.4%에 비해 19.8%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도 소망교도소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

난해 6월부터 소망교도소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국영 교도

소에서 적극 도입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이현진은 소망교도소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설립위원회 등에 참

여했던 자이다. 그는 국영교도소가 소망교도소 인성교육을 “벤치마킹”한 것은

재범률이 국영교도소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현진: 이 안(교도소)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인성교육을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출소자들도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재범이 나오잖아

요. 우리 누적재범율이 6-7%정도 됐었어요. 그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 안거친 사람 차이가 확연히 나는 거에요. 이 교

육과정 거친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집중 인성교육을 거친 사람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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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율이 2%밖에 안되는거에요. 나머지가 더 높단 얘기죠. 그러니까 인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거에요. 그래서 법무부도 소망에서 벤치

마킹할거. 시설 아니고 시설은 우리가 더 잘만들어. 집중인성. 저거다. 저

거다 싶었던거죠. 2013년부터 전국 교도소가 일제히 따라서 시작. 

(밑줄 연구자 강조)

황교안 장관이 민영교도소에서 실시되던 인성교육을 벤치마킹하고자 했던

것은 그가 2001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설

립을 추진한 아가페(민영 교도소 설립 추진 개신교 단체)의 이사를 맡았던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범죄자의 교정교화의 방

법으로 기독교적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민영교도소를 설

립할 당시 2004년 <아가페 소식지>에 황 장관이 기고한 글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황교안 장관은 범죄자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이 중요

한데, 미국 텍사스주 교도소의 기독교교정프로그램(IFI)처럼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강조한 바 있다(황교안, 2004).

황교안 장관: 교도소 안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수

용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복음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우리 나라

의 경우 교도소 재소자들의 재입소율은 30%가 넘는다. 그런데 브라질의 

휴마이타 기독교교도소, 미국 텍사스주 교도소의 기독교교정프로그램

(IFI)을 거친 재소자의 재입소율은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재소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만 확실한 갱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복음에는 새롭게 하는 능력

이 있다. 엄청난 재범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복음뿐이다. 이

제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전국 45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60,000여 명의 갇힌 자들을 생각해야 할 때이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 (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2004년 <아가페 소식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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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집중인성교육안에 제시되었던「교정교화 종합대책」에서는 다음

<표 Ⅳ-37>과 같이 3단계의 교육으로 나누어 과정별로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을 달리하여 수용자에게 제공했다.

위의 표에서와 같이, 수용자는 집중인성교육을 최저 100시간에서 최고

300시간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인성교육은 수용자를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게 하며 타율적인 자로 변화하게 했다.

2015년부터는 집중인성교육의 교육 대상자 분류 기준인 형기의 조건이 변

경되었고, 1단계의 경우 교육시간이 축소되었다. 집중인성교육의 교육 시간

이 축소되면서 타율적인 자로 변화하게 하는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

도 다소 축소가 되었을 것이다. 집중인성교육의 변경된 내용은 다음 <표 Ⅳ

-38>과 같다.

종류 대상자 기관 기간 교육내용 비고

집중인성교육 Ⅰ 형기 1년 미만 구치소 1개월
인성교육

※ 주 1회 아버지학교
(비종교 프로그램)

100시간

집중인성교육 Ⅱ 형기 1년-5년
일반
교도소

1개월 인성교육 100시간

집중인성교육 Ⅲ 형기 5년 이상
전담
교도소

3개월

·모듈1: 인성교육
·모듈2: 인성교육,
직업훈련체험
·모듈3: 종교교육,
직업훈련체험

300시간

출처: 법무부(2013a): 17. 

<표 Ⅳ-37> 집중인성교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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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와 같이, 2015년 집중인성교육 중 집중인성교육 I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형기 1년 미만에서 수형자의 잔여 형기 3개월 미만으로 변경되었고,

교육시간도 10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되었다. 2013년 기준 형기 1년 미

만자 중에서 형 확정시 잔여 형기가 3개월 미만인 수형자는 3,497명으로 전

체 형기 1년 미만자의 46%를 차지했다(법무부, 2014; 최영신, 김선희, 박선

영, 2015 재인용). 이와 같이 교육 대상자와 교육 시간을 변경한 것은 형기

가 짧은 수형자의 경우 교육 중 출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교육에 대한 열

의와 참여가 저조하며, 형기 1년 미만의 수형자가 많이 수용되어 있는 구치

소의 경우 교육실이 부족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법무부, 2014; 최영신, 김선희, 박선영, 2015 재인용).

집중인성교육은 2016년에 다시한번 축소된다. 집중인성교육 I은 ‘석방전교

육’으로 일원화하고, 집중인성교육 III는 300시간에서 220시간으로 축소되었

다. 우선, 집중인성교육 I과정이 석방전교육으로 일원화된 형식적 이유는

“신입수형자교육(20시간) + 석방전교육(15시간) 등 총 3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의미의 인성교육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법무부, 2015a:

3). 또한, 집중인성교육 Ⅱ와 Ⅲ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입수형자교육과 “많은

부분 중복되고 있어,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축소하겠다고 언급했다. 특

히 Ⅲ과정은 “지나치게 많은 교육시간(300시간)으로 인해 중복된 교육 프로

교육 종류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기관

집중인성교육 Ⅰ
잔여 형기
3개월 미만

35시간 형확정 기관

집중인성교육 Ⅱ
형기 5년 미만
(잔여형기 3개월

이상)
100시간

형확정 후 이입기관
(잔류자는 형확정

기관)

집중인성교육 Ⅲ 형기 5년 이상 300시간 전담교도소

* Ⅲ 과정 전담교도소: 서울성: 여주(교), 대구청: 부산(교), 대전·광주청: 대전(교), 여성
수형자: 청주(여).
출처: 교정본부 사회복귀과(2015). 최영신, 김선희, 박선영(2015): 31 재인용.

<표 Ⅳ-38> 집중인성교육 유형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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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편성, 예산 부족으로 인한 역량 있는 전문 강사 활용 곤란 등의 문제

점”이 있다고 하였다(법무부, 2015a: 4).

“□ 집중인성교육 Ⅰ과정 개선

○ 잔여형기 3개월 미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Ⅰ과정의 경우, 신입수

형자교육(20시간) + 석방전교육(15시간) 등 총 3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

어 실질적 의미의 인성교육이라 할 수 없음.

○ 집중인성교육 Ⅰ과정은 출소 이후 재범 부란 기간 극복 및 사회 연착

륙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방법, 취업 안내, 출소 후 생활 심층상

담 등 출소예정자 사회복귀지원에 필요한 교육으로 대체·내용 보완 및 강화

□ 집중인성교육 Ⅱ·Ⅲ 과정 교육 프로그램 개선

○ 기존 신입수형자교육(20시간)은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집중인성교육

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어,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집중인성교육 

내 「수용생활 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통합·운영. 

※ 중복 프로그램: 대인관계 회복, MBTI 성격유형 검사, 긍정 심리, 타임

캡슐 등.”

출처: 법무부(2015a): 3.

2016년 집중인성교육의 변경된 내용은 다음 <표 Ⅳ-39>와 같다. Ⅰ 과정

은 석방전 교육으로 일원화하여 폐지하고, Ⅱ 과정은 ‘기본과정’으로 100시

간, Ⅲ 과정은 ‘심화과정’으로 220시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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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15년)

변경 후
(2016년)

비고

Ⅰ 과정
(35시간)

석방전교육으로
일원화

· 사회복귀지원교육 등으로 대체·교육 강화

Ⅱ 과정
(100시간)

기본과정
(100시간)

· 재범위험성 개선 요인에 따른 교육프로그
램 변경

Ⅲ 과정
(300시간)

심화과정
(220시간)

· 교육프로그램 변경, 전문강사제 도입
· 교육시간 조정(직업훈련 체험 일부 축소)
· 교육 수료 후 5년 경과시 100시간 재교육

출처: 법무부(2015b): 1. 

<표 Ⅳ-39> 집중인성교육 변경 주요 내용 

집중인성교육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2018년에는 집중인성교

육의 ‘기본과정’을 70시간으로 축소했다. 2019년에는 ‘기본과정’을 ‘기본교육’

이라고 명칭을 변경하였고, 70시간의 교육시간을 유지하되, 심화과정은 폐지

하였다(법무부, 2019b).

이와 같이 집중인성교육이 지속적으로 축소된 형식적 이유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모두 효과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심화과정을 기본 과정으로 대체하

더라도 지금과 같은 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법무부,

2019b: 7). 그리고 교육이수율이 43.7%로 저조하고(2019년 교육 대상자 약

20,000여명 중 8,745명이 교육을 이수), 운영지원작업 등 출역 중 교육을 받

는 교육생이 40%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여 수형생활에 불안정을 초래한다

는 것 등도 교육 축소의 근거였다. 따라서 집중인성교육은 “단일화”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법무부, 2019b: 12).

“○ 집중인성교육 기본·심화과정 모두 그 효과성에 있어 재범위험성이 개

선되었다는 긍정적인 결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집중인성교육과정 

운영이 단순 형기의 장·단기에 따라 구분되는 측면이 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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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기가 긴 수형자가 반드시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도, 장시간 교육을 

받아야만 범죄성이 개선된다는 사고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확증

된 연구결과 또한 찾아볼 수 없음.”

출처: 법무부(2019b): 12.

그러나 집중인성교육이 축소된 것은 정권의 교체와 밀접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집중인성교육에 대한 방침이 나온 것도 황교안 장관

이 부임하면서 그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된 것을 감안하면, 교육에 대한 변

경도 정권의 변화와 함께할 것이다.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한

기간은 2013년 3월 11일부터 2015년 6월 17일까지였고, 이후 김현웅 장관은

2015년 7월 9일부터 2016년 11월 28일까지였고, 박상기 장관은 2017년 7월

19일부터 2019년 9월 8일까지였다. 인성교육이 크게 축소된 시기도 2015년

과 2019년이라는 점에서 수용자의 교육은 정권의 변화와 큰 관련이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

현하기도 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또 흐지부지”되고 “축소”가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교육이 축소가 되니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옛날로 돌아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박건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또 흐지부지. 오히려 자꾸 축소되

고 있고. 이러다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있어요.

정리하면,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기초학력 소지자, 무

지에서 탈출한 자, 타율적인 자로 변화하게 하였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다

시 확대되거나 축소되면서 현재 형식적 참여자로의 기능은 수용자를 무지에

서 탈출한 자, 타율적인 자로 변화하게 한다.



- 271 -

라. 선택적 재사회화 기능의 유래 및 변천

선택적 재사회화 기능은 일제강점기 수용자를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지

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로 변화하게 한 것으로부터 유래한다. 예컨대,

일제강점기 형무소에서는 수감자에게 노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을 가르쳤다. 당시 일본이 수감자에게 교정교육을 제공한 것은 황국신민의 도

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출소자가 형무소에서 익힌 지식과 기술을 사

회에서 얼마나 활용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교정교육은 황국신

민화라는 목적에서 이루어져 출소자가 실제로 관련 업종에 종사하기는 어려

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형무소는 조선인 수감자에게 신체형 처벌이

감행되었다는 점에서 교정교육을 제공받은 자는 매우 소수일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교정교육은 매우 소수의 수감자에게 황국신민화의 목적

으로 제한된 지식과 기술의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을 선택적으로 재사회화하

고자 했다.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1960년대 변화한다. 1960년대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수용자를 국가가 바라는 사상이나 태도를 지닌 자로 변화하게 하였다.

이것이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교정교육이 수용자의

정부에 대한 저항적인 사상이나 태도를 제거하는 데에만 집중하여 온전한 재

사회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수용자를 국가가 바라는 사상이나 태도를 지닌 자로 변화하는 선택적 재사

회화의 기능은 1966년 교도소에 도서실이 설치되고 1967년 신문 열독실 등이

설치된 것에서 볼 수 있다. 우선, 이와 같이 1960년대 교도소에 도서실과 신문

열독실이 설치된 것은 1961년 행형법이 개정되고 감옥의 명칭이 형무소에서

교도소로 변경된 것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 수용자의

읽을 수 있는 권리는 확대되었지만 교도소는 수용자가 도서와 신문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당시에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에

지배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사회와 마찬가지로 교도소 수용자에게도 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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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교도소는 수용자에게 도서나 신문의 일부 내용

을 삭제하여 제공하거나 열람을 불허하여 이들의 사상을 통제하고자 했던 것

이다. 도서나 신문 내용이 구금시설에 유해하거나 국가와 사회질서를 어지럽

힌다고 여겨졌던 불온서적은 허가되지 않았다(김용우, 1969).

당시 교도소에 도서실과 신문 열독실을 설치한 것은 형무소에서 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교정교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고자 한 목적

이 강했을 것으로 보잉ㄴ다. 명시적 목적은 수용자가 도서나 신문 등을 통해

바깥세상을 알게”119)하여 수용자를 교정교화 하는 데에 있었지만, 국민에게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신문에서는 “(교정교화)

의 목적을 위하여 수형자들에게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자유(自由)를 제공한다

는 것은 이들에 대한 교육(敎育) 교화(敎化)의 견지(見地)에서 중대(重大)한

의의(意義)를 지니는 것120)”이라고 하였다.

“전국 20개 교도소에 신문열독실 시설을 갖추고 2급 이상의 우량수(전국

에 약 2천명)들이 하루 약 30분씩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서울교도소의 경

우 강당 한모퉁이에 약 10평짜리 방을 신문열독실로 꾸몄는데 시내에서 

발간되는 8개 일간지를 골고루 비치했으며 교양서적 80여권도 곁들였다. 

서울교도소에서 이 혜택을 받을 우량수는 96명이다. 권오병 법무장관은 

이날 서울교도소의 준비상황을 돌아보고 ‘이 제도를 점차 넓혀 모든 재소

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출처: 1967. 3. 1. 조선일보. 

119) 1967. 3. 2. 경향신문. 바깥세상을 알게 교도소서 모범수(模範囚) 신문 열람시켜.
120) 1967. 3. 2. 조선일보. 行刑制度改革(행형제도개혁)에 賛同(찬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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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1967년 서울교도소 신문열독실 

출처: 1967. 3. 2. 경향신문.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많은 책들이 금서였던 점을 고려하면 교도소 수용

자들이 접할 수 있던 책의 범위는 협소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980년

대에도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자본』 등과 같은 책들은 금서로서 접할

수 없었다121). 1960년대는 교도소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책이 이보다 더 제한

적이었을 것이다. 교도소에서 서적은 “가정에서 넣어주게 되어 있으나 검열

이 심해서 제대로 읽고 싶은 책(冊)을 읽을 수 없다”고 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김형탁, 1971: 28-29). 1960년대 중후반 일부 교정시설에 도서실 등

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수용자에게 학습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제한

함으로써 이들을 국가가 허용하는 사상을 지닌 자로 변화하게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1960년대와 1970년대 국가가 바라는 사상이나 태도는 반공 사

상과 자세를 의미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고 사회적 담론이 변화하면서 수

121) 1989. 12. 28. 한겨레. '80년대를 되돌아본다 (9) 책 깨진'금단'…마르크스 '자본' 40
년만에 햇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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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를 반공 사상을 지니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다소 축소된다. 그러나 이것은 1980년대 정권이 변화하면서 다시 확대되는

데, 1960년대와 1970년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1970년대 확대된 또다른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을 설명하고자 한다.

1970년대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수용자를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로 변화하게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일제강

점기에도 나타났지만, 1960년대 형무소가 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되고, 1970년

대 1인 1기 교육이 실시되면서 다시 확대되었다. 1970년대 교도소에서는 교

정교육의 일환으로 1인 1기 교육을 제공했다. 1인 1기 교육은 당대에 명랑

이 강조되고, 근면, 성실 등이 강조되며 수용자에게도 게으른 태도를 교정하

여 근면하고 성실한 자로 개선하고자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1인1기는 범죄

자에게 기술을 가르쳐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며 국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

을 해소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 당시 신문에서는 “1인 1기 교육을 집중적

으로 실시, 출소 후의 자립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며 보도했

다122).

이러한 목적에서 1인 1기 교육에서는 수용자에게 다양한 직종의 기술을

가르쳤다. 이발, 목공, 인쇄 등 23종의 교육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는 수용자

가 실제 출소 후 취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1인 1기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은 대부분 “수공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123). 즉, 1인 1기 교육은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을 했고,

수용자는 출소 후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다시 습득해야 했

다.

“이발, 목공, 인쇄, 식자, 양재, 조적(벽돌쌓기) 등 수공업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취업이 어렵고, 이 때문에 재범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수요

가 많은 중공업 분야의 기술을 가르치기로 한 것이다...(중략)... 법무부의 

122) 1976. 2. 2. 동아일보. 「庶民權益侵害(서민권익침해)」를 嚴斷(엄단)
123) 1977. 7. 30. 조선일보. 出監者(출감자)에 사랑의 손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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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당국자는 지금까지 1인 1기 교육이 이발 등 23종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시됐으나 기능교육 자체가 수공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제대로 활용

할 수도 없고 사회의 냉대가 심해 거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

는데..(생략)..”

출처: 1977. 7. 30. 동아일보.

말하자면, 1인 1기 교육은 수용자의 재사회화 기능을 일부 차단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재사회화가 되도록 하는 기능을 했다. 1인 1기 교육은 수용자에

게 기술을 가르치기는 했으나, 사회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만한 기술이라기

보다는 과거의 직업군에서 활용되었던 기술을 가르쳐 매우 협소한 분야에서

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2000년대 후반 직업훈련이 확대되면

서 어느정도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교도소에서 배운 기술로는 출소 후 취업

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이상봉, 2015; 이창한 외, 2017). 즉, 선택

적 재사회화의 기능으로 수용자를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후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1980년대 정권이 바뀌면서 변화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수용자를 국가가

원하는 사상과 태도를 지닌 자로 변화하게 하였다. 이 시기는 수용자의 저

항적인 태도를 없애려는 데에만 집중하여 수용자는 온전히 재사회화되기에

는 한계가 있었다. 이 시기 저항적 태도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반공을

의미했던 것과는 달리, 국가의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당시 시행되었던 정신교육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행되었던 정신교육은 정신수련과 단체생활 적응 및 신체단련으로 구분하

여 이루어졌다. 이 중, 정신수련의 내용은 <표 Ⅳ-40>과 같이 인간의 존엄

성, 충, 효, 예, 민주시민의식, 준법정신 등이었다. 즉, 수용자의 범죄성을 개

선하려는 데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 신체 훈련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천정

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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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신교육 내용

정신수련

1. 통일 및 국가관 확립
2. 민주시민의식 및 준법정신

함양

3. 인간의 존엄성 및 충·효·예의
생활화

4. 마약의 폐해

5. 직업윤리 6. 신앙과 인간생활

7. 갱생 성공사례 8. 국민생활과 경제

9. 지식 정보화사례 10. 기타 정신수련에 필요한 과목

단체생활
적응 및
신체단련

1. 건전가요 및 레크레이션 2. 건강체조 등 생활체육

3. 제식훈련 및 구보
4. 선착순 달리기 등
신체훈련(PT체조 등)

5. 기타 단체적응 및 체력 단련에
적합한 종목

출처: 「수용자 정신교육 지침」(법무부 예규581호. 시행 2002. 2. 1.)

<표 Ⅳ-40> 개정된 정신교육 내용 

그러나 수용자를 국가에 저항하지 않는 사상과 태도를 지닌 자로 변화하

게 하는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1990년대 초반 정권이 바뀌면서 축소되

었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인권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06

년 정신교육이 폐지되면서 국가에 저항하지 않는 사상과 태도를 지닌 자로

변화하게 하는 선택적 재사회화 기능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선택적 재사회화 기능은 수용자를 마음이 치유된 자로 변화하게 한

다. 이는 교정교육의 내용이 인문학이나 치유, 치료 등을 주제로 한 것이 많

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교정교육이 인문학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2010년대 우리나라에서 인문학 열풍이 분 것과 더불어 시민단체에서 인문학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것의 영향이 있다. 또한, 교정교육

이 치료와 치유 등의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2008년 조두순 사건

의 영향이 있다. 이 사건 이후 교정교육으로서 심리치료가 확대되기 시작했

다.

이러한 영향으로 일선 교도소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정교육을 구성하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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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기도 했다. 예컨대, 2009년 청송제3교도소에서는 ‘누리품’ 교육을 구성하

여 피보호감호자에게 제공했다. ‘누리품’ 교육의 목적은 피보호감호자에게

사회적응력이 저하되어 있어, “체질화된 반사회적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었

다(청송제3교도소, 2009). ‘누리품’ 교육은 2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는 자아

탐구, 2단계는 변화와 적응을 주제로 했다. 1단계 ‘누리품’ 교육은 <표 Ⅳ

-41>과 같이 음악 치료나 미술치료, 성격과 심리, 성격 판단 게임 등의 치

유나 치료를 주제로 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09:00-
10:30

입교식
(과정안내)

명상의 시간
인간은 얼마나
성장하는가?

명상의 시간
힘을 길러야
산다

명상의 시간
인간관계
성공과 실패

레크레이션
10:30-
11:30

opening session
인성교육이후
자신의변화

음악치료
좋아하는 색
고르기

나의 성격은?

역할 연기
사이코드라마

13:00-
14:00

성취동기
측정

미술치료
(자아상·모델
과 화가)

성격 판단
게임 (화
다스리기)

장애 체험(목발
잡고 환자
되어 보기)

생활 예절

14:00-
14:3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자연과 대화
사물과 대화

감성지능검사

나의
결심(나는
이런 사람이
된다)

시청각 교육

14:30-
15:30

나는
누구인가?

나의 성공
10년 계획서
나의 계발
20년 계획서

개선·장려할
image 피드백

clossing
sesseion
교육 평가

교육평가 및
소감문 발표
수료식우리의

다짐/소감작성
명상의

시간/소감문
명상의

시간/소감문
출처: 청송제3교도소(2009): 53. 

<표 Ⅳ-41> 누리품 교육 1단계 교육 내용 

‘누리품’ 교육의 2단계에서는 범죄행동 수정, 사회 적응 증진을 주제로 감

정 다스리기, 분노 조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후

반 일선 교도소에서 개발한 교정교육에도 수용자의 심리를 치유하고 치료하

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다. 성폭력 사건 이후 거대해진 성폭력 담론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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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료를 확대했고, 이는 수용자를 마음이 치유된 자가 되게 했다.

정리하면,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일제강점기 수용자를 출소 후 취업

을 위해 다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로 변화하게 한 것을 시작으

로 1960년대와 1970년대 반공 사상과 태도를 지닌 자로 변화하게 했다. 이

후 사회적 맥락이 변화하면서 반공 사상과 태도를 지닌 자로 변화하게 하는

기능은 축소되었다. 또한, 1970년대는 수용자를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기능은 확대되었는데, 이

는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는 수용자를 국가에게 저

항하지 않는 사상과 태도를 지닌 자로 변화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

권이 바뀌면서 이러한 기능은 거의 사라졌다. 현재는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

능으로 수용자를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와 마음이 치유된 자로 변화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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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도소 기능의 변천을 계보학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평생

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

정교육의 목적과 기능은 어떠한가? 둘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역사

적 흐름은 어떠한가? 셋째, 교정교육 기능은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변화했

는가? 이러한 세 가지 연구 문제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과 기능

변화의 원리 등을 규명하는 것과 관련된다.

연구 결과, 교정교육의 기능은 교정교육의 목적이 수행되면서 나타났다. 교

정교육의 목적은 내재적 목적인 함양과 개선, 외재적 목적인 자기규율과 국민

의 범죄 불안감 해소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정교육의 목적이 수행되

면서 교정교육은 크게 4가지 기능을 하였다. 노동력 준비 기능과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 선택적 재사회화 기능이다. 노동력

준비 기능은 수용자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제한할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적 참여자로

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직업 생활이나 교육 활동 등에 다소 소극적으로 참

여하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

은 수용자가 출소 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 중 일부만 재사회화가

되게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 기능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기에 앞

서 1910년부터 현재까지를 7개의 시대로 구분하여 각 시대마다 교도소의 운영

과 전개, 수용자의 관리에 대하여 분석 및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도소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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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등의 맥락과 담론에 따라 운영과 수용

자의 관리 방식이 달라졌다.

첫째, 1910년부터 1945년 일제강점기 일본은 감옥의 명칭을 형무소로 변경

하였고, 감옥에서의 처벌 방식은 주로 신체형으로 이루어졌다. 형무소는 조선

인 수감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 수형기록카드를 만들어 이들을 관리했다.

둘째, 1946년부터 1961년 형무소는 혼란 속에서 교정 조직을 정비하였다. 형

무소는 일본으로부터 해방 이후 미군정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며 형무소의 수

용자 인구가 급증했다. 그러나 1950년 행형법을 제정하여 교정 행정의 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사회에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으로 자리하고 있

었던 만큼 형무소는 사상범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고, 모범 수형자를 만들어

이들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고자 했다.

셋째, 1962년부터 1979년 형무소는 교도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교

정 이념을 도입했다. 감옥의 명칭이 형무소로 변경되자 교도소는 응보행형에

서 벗어나 교육행형의 이념으로 운영되었다. 이와 함께 이 시기 교도소는 사

회에서 부조리 근절 운동이 벌어졌던 것의 영향으로 교도소에서도 각종 부조

리가 고발되었다. 교도소는 분류처우와 교도소 내의 규칙 등을 마련하여 수용

자를 관리하였다.

넷째, 1980년부터 1992년 교도소는 수용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당시 교

도소는 각종 탈주 사건이 벌어지자 ‘범죄학교’라고 불렸다. 이 시기 정부는 불

량배와 폭력범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와 범

죄와의 전쟁 등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교도소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통제 강화

를 위한 사회보호법이 실천되었고,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의 특별권력관계론이

작동하였다.

다섯째, 1993년부터 2006년은 수용자의 학습권이 확대된 시기다. 인권 담론

이 확대되면서 수용자의 학습권도 확대될 수 있었다. 이 시기 교도소는 IMF

외환 위기의 영향으로 교도소 수용 인원이 급증하자 가석방을 확대했고, 민영

교도소 설립 근거도 마련되었다. 수용자의 관리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수



- 281 -

용자를 선발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수용자를 관리했다. 사회보호법이 폐지

되면서 수용자의 신체를 통한 관리는 축소되었다.

여섯째, 2007년부터 2013년은 교정에 치료적 관점을 도입한 시기다. 이 시기

교도소는 교정국이 교정본부로 승격되면서 교정 조직이 확대되었다. 한편으로

2008년 일어난 조두순 사건의 영향으로 심리치료 등을 확대하는 등 많은 변화

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도소는 위험 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수용자 인권이 향상된 것의 영향으로 수용자를 신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닌 이들의 마음을 달래는 방식으로 관리 방식이 변화하기도

했다.

일곱째, 2014년부터 현재의 시기는 수용자 처우에 과학화를 시도한 시기다.

교도소는 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한 것의 영향으로 엄벌주의가

확대되어 과밀수용 상태가 되었다. 교도소는 이들을 평가하고 분류하는 도구

를 만들어 수용자를 관리하는 데에 본격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교도소는 수

용자의 교정교화에 민간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통해 이들을 관리하였다.

이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연혁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교도

소 기능의 유래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교정교육의 4가지 기능인 노동력 준비

기능,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 선택적 재사회화

기능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며 변화하였다. 교정교육의

4가지 기능이 시대가 흐르면서 어떻게 했는지의 변천을 정리하면 <표 Ⅴ-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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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기능의 변천

노동력 준비
기능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자 →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
→ 노동 기술 전수자 →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 →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자 → (현재)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 인성을 갖춘 노동자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 → 일본에 순응하는 자 →
공산주의 사상을 갖지 않는 자 → 근면하고 성실한 자 →
정부에 저항하지 않는 자 → (현재) 자신의 문제를 조절하고

제한하는 자,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

기초학력 소지자 → 무지에서 탈출한 자 → 타율적인 자 →
(현재) 무지에서 탈출한 자, 타율적인 자

선택적
재사회화 기능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 →
국가가 원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지닌 자 →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 → 국가가 원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지닌 자 → (현재)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 마음이 치유된 자

<표 Ⅴ-1> 교정교육 기능의 변천 

교정교육의 기능 중 노동력 준비 기능은 수용자를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자

가 되게 한 것을 시작으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 노동 기술 전수

자,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로 변화하여 나

타났다. 현재 노동력 준비 기능은 수용자가 출소 후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와 인성을 갖춘 노동자로 변화하게 한다.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한 것으로부터 유래했다. 이후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권력에 순응

하는 자, 교도소 내에서 행동을 제한하는 자, 공산주의 사상을 갖지 않는 자,

근면하고 성실한 자, 정부에 저항하지 않는 자로 변화하게 했다. 현재 절제자

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자신의 문제 행동을 조절하고 제한하는 자와 타인

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한다.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기초학력 소지자로 변화하게 한

것으로부터 유래했다. 이후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무지에서 탈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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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타율적인 자로 변화하게 하였다. 현재 형식적 참여자로의 기능은 수용자를

무지에서 탈출한 자, 타율적인 자로 변화하게 한다.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수용자를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지식과 기술

을 습득해야 하는 자로 변화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반공 사상과 태도를 지닌

자로 변화하게 했다. 이후 사회적 맥락이 변화하면서 반공 사상과 태도를 지

닌 자로 변화하게 하는 기능은 축소되었고, 수용자를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다

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기능은 확대되었다. 현

재는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으로 수용자를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와 마음이 치유된 자로 변화하게 한다.



- 284 -

2. 논의

논의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 평생

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 변천 과정,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기능 변화에

담긴 학습 개념의 가변성, 교정교육의 발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

이 연구는 교정교육의 기능을 분석한 결과, 교정교육은 노동력 준비 기능,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 선택적 재사회화 기능을

하였다. 교정교육의 4가지 기능은 일반 사회의 평생교육의 기능인 교육 기회

의 확대 기능, 대안학습 기능, 체제 유지 수단의 기능, 사회 변화 생성 수단의

기능, 경제 발전의 기능 등(Coombs, 1968; Kim, 1984)과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었다.

교정교육이 평생교육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첫째, 교정교육은 수용자를 기술을 습득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자로 변화하게

하거나 기초학력 소지자, 무지에서 탈출한 자로 변화하게 하는데, 이러한 교정

교육의 기능은 평생교육의 기능 중 교육 기회의 확대 기능과 대안학습 기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수용자는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학습권이 제한되지만

교정교육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거나 학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받

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둘째, 교정교육이 수용자를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자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기능은 평생교육의 기능 중 경제 발전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수용자는 교정교육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이

를 통해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정교육이 수용자를 타율적인 자로 변화하게 하거나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기능은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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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에서 체제 유지 수단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교정교육은

수용자가 출소 후 직업 생활을 하거나 일상 생활을 하는 데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즉, 교도소는 수용자에게 일반 사회의 평생교육과는 다른 내

용과 수준으로 교정교육을 제공하여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기

능하였다.

그러나 교정교육의 기능은 평생교육의 기능과는 차이가 있었다. 연구 결과,

교정교육은 사회 변화 생성 수단의 기능을 하지 않았다. 즉, 교정교육은 학습

자로서 수용자를 계몽시켜 사회에 급진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기능은 하지

않았다. 이는 교도소의 목적이 수용자의 교정교화 이외에 수용자의 관리와 감

독에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교정교육은 학습자 개인뿐

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내용을 수용

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교정교육의 기능 중 수용자를 마음이 치유된 자로 변화하게

하거나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것은 일반 평생교육에

서 잘 나타나지 않는 기능이다. 비교적 최근에 평생교육은 마을공동체 등의

논의를 하며 학습자를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지만, 평생교육의 기관 차원에서의 수행은 여전히 미비한 수

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음이 치유된 자가 되게 하는 기능은 심리상담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지만,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일부

수행할 수 있다면 학습자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심리 상담과

같은 담화를 통한 학습은 성인 학습에 있어 중요한 학습이라는 점에서

(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9) 평생교육은 학습자를 마음이 치

유된 자,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평생교육은 교정교육에서 수용자를 자신의 문제를 조절하고 제한

하는 자 혹은 타율적인 자로 변화하게 하는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Moore(2005)는 “불행하게도 성인교육의 공식적인 프로그램들은 다른 제도화

된 학습과 마찬가지로 질서, 위계, 등급, 시험, 화려한 과거, 통제, 결핍,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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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족, 무거운 진지성(Moore, 2005: 13)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평생교육은 사회구조적 모순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Gelpi, 2018). 따라서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자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제한하는 자가 되게

하거나 타율적인 자로 변화하게 하는 기능에 대해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

다.

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 변천 과정

이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 변천 과정을 분석한 결과, 교

도소의 기능 변화는 사회에서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과 사고에 의해 촉발되었

다. 여기서 사건과 사고는 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나 정권의 변화 등을

의미하고, 우연하게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뜻하지 않게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 변천 과정의 특징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연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연이라는 개념은 각 시대와 사상

가마다 다르게 수용되고 해석되었다. 철학사적으로 우연은 고대부터

Aristoteles와 그 이전 사상가에 의해 논의되었다. 우연보다는 필연이 지배적

이었던 고대의 사상적인 경향은 중세에도 이어졌다. 이후 Hume에 의해 인과

론이 부정되면서 재발견되었고, 이후 Kant에 의해서 우연 개념이 확대되었다.

Kant는 모든 사물은 전적으로 우연하다고 주장하며, 우연을 필연적이지 않은

것은 모든 가능성이라는 차원으로 간주하였다(최성철, 2017).

우연 개념은 이후 Hegel에 의해 일시적으로 퇴장하는 듯 하였다. Hegel은

세계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러한 작업에 방

해가 되는 우연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최성철, 2017). 그러나 우

연 개념은 Foucault나 Luhmann 등에 의해 다시 등장하여 철학사상에 있어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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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cault는 우연을 불연속 등의 개념과 함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필수적

인 요소라고 하였다(최성철, 2017). 그는 우연을 다음과 같이 사건의 생산에

일정한 범주로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담론적이고 불연속적인 계열들이 각자, 어떤 한계들 사이에서, 그들의 

규칙성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을 구성하는 요소

들 사이에 역학적인 인과율이나 관념적인 필연성의 연결선들을 구성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사건들의 생산에 우연을 범주로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Foucault(1971/2014): 42.

이와 같은 우연 개념은 철학사상과 역사서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다시 본 연구의 논의로 돌아와 설명하면, 우연하게 발생한 사건과 사고는 운

영기관(정부 혹은 법무부)이나 일반 시민,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여

기서 인식은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인식의 주체인 운영기

관, 일반 시민, 수용자는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과 사고로 학습자로서 수용자를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인식하였고, 이는 인식의 격차로 나타났다.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인식의 격차는 이전 시대에서의 인식과 다음 시대에서의 인식

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의 격차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Ⅴ-1]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 변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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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Ⅴ-2>는 시대마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 변화에 영

향을 미쳤던 대표적인 사건과 사고가 무엇이며, 이로 인해 운영 기관, 일반 시

민, 수용자는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했는지, 그

결과 교도소는 어떤 기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정리한 표이다.

구분 시대 대표적 사건 인식의 격차 교도소 기능

1
1910년-
1945년

일제강점기
제2차
세계대전

반성한 자
→ 황국신민

노동력 준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자 →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

절제자로 변화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 → 일본에
순응하는 자

형식적
참여자로 변화

기초학력 소지자

선택적
재사회화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

2
1946년-
1961년

한국 전쟁
문맹퇴치운동

황국신민
→ 전향자,
문해자

노동력 준비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 →노동
기술 전수자

절제자로 변화
일본에 순응하는 자
→ 공산주의 사상을
갖지 않는 자

형식적
참여자로 변화

(확대) 기초학력 소지자

선택적
재사회화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 →
국가가 원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지닌
자

3
1962년-
1979년

박정희 정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1인 1기,
청소년 범죄

전향자,
문해자
→ 명랑한
반공 노동자

노동력 준비
노동 기술 전수자 →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

절제자로 변화
(확대) 공산주의 사상을
갖지 않는 자 → 근면,

성실한 자

<표 Ⅴ-2>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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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대 대표적 사건 인식의 격차 교도소 기능

증가

형식적
참여자로 변화

기초학력 소지자 →
무지에서 탈출한 자

선택적
재사회화

(확대) 국가가 원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지닌
자 →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

4
1980년-
1992년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조세형 사건
지강헌 사건

명랑한 반공
노동자
→ 태도
교정자

노동력 준비
(유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

절제자로 변화

공산주의 사상을 갖지
않은자 혹은 근면,
성실한 자 → 정부에
저항하지 않는 자

형식적
참여자로 변화

무지에서 탈출한 자 →
타율적인 자

선택적
재사회화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 →
국가가 원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지닌
자

5
1993년-
2006년

IMF
외환위기
신창원 사건
고등교육
확대

태도 교정자
→

경제활동자,
지식 습득자

노동력 준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 →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자

절제자로 변화
정부에 저항하지 않는
자 → 자신의 문제를
조절하고 제한하는 자

형식적
참여자로 변화

타율적인 자 →
무지에서 탈출한 자

선택적
재사회화

(축소) 국가가 원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지닌

자

6
2007년-
2013년

글로벌 경제
위기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경제활동자,
지식 습득자
→ 정신이
치료된 자

노동력 준비
(확대)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자

절제자로 변화

(확대) 자신의 문제를
조절하고 제한하는 자
→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

형식적
참여자로 변화

무지에서 탈출한 자 →
타율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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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10년부터 1945년은 일제강점기

이면서 제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던 시기다(사건, 사고). 이 시기 일본은 수용

자를 황국신민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다(운영주체(일본)의 인식 격차). 조선시

대 전옥서에서 수용자는 반성할 것이 요구되었다면 일제강점기에는 수용자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여 격차가 생겼다. 그러자 이는 형무소의 기능 변

화로 이어졌다. ① 노동력 준비 기능으로 일본은 수용자를 노동력으로 활용하

고자 이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이를 습득한 자로 변화하게 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일본은 조선인 수용자를 전쟁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이

들을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했다. ②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전옥서 시절 수용자를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하는

것에서 일본에 저항하는 태도를 조절, 제한하여 순응하는 자로 변화하게 하였

다. ③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일본이 조선인에게 황국신민의 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기초학력 소지자가 되게 하였

다. ④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일본이 형무소의 수감자에게 직업훈련을 제

공하기는 했으나 출소 후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이들을 출소 후 취업

을 위해 다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로 변화하게 했다.

구분 시대 대표적 사건 인식의 격차 교도소 기능

선택적
재사회화

국가가 원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지닌
자 → 마음이 치유된

자

7
2014년-
현재

황교안
법무부 장관
부임

정신이
치료된 자
→

인성함양자

노동력 준비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자 → 인성을 갖춘

노동자

절제자로 변화

(확대) 자신의 문제를
조절하고 제한하는 자,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
형식적

참여자로 변화
(확대) 타율적인 자

선택적
재사회화

(확대) 마음이 치유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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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1946년부터 1961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한국 전쟁

이 일어났던 시기이자 문맹퇴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다(사건, 사고).

이 시기 정부는 학습자로서 수용자를 공산주의로부터 전향한 자로 변화시키

고자 했다. 그리고 정부는 일본이 민족말살정책으로 우리 말을 쓰지 못하게

한 것에서 벗어나고자 수용자에게도 한글 교육을 제공하여 문해자로 변화시

키고자 했다(운영주체(정부, 법무부)의 인식 격차). 이러한 인식 격차는 교도

소의 기능에 변화를 가져왔다. ① 노동력 준비 기능은 수용자를 지식과 기술

을 활용할 수 있는 자에서 노동 기술 전수자로 변화하게 했다. 이는 한국 전쟁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수용자 관리를 위해 모범 수형자

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이들이 배운 기술을 다시 다른 수용자에게

가르쳐주도록 하여 일반 수용자를 자기 규율의 주체로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

에서 변화한 것이다. ②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일본에 순응하는

자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갖지 않는 자로 변화하게 하였다. ③ 형식적 참여자

로의 변화는 문맹퇴치운동의 영향으로 수용자를 기초학력 소지자로 변화하게

한 기능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수용자를 기초학력 소지자로 변화하게 한 것은

일제강점기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기능의 내용이 변화

하면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수용자를 출

소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에서 국가가 원하는

사상이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반공 사상을 지닌 자로 변화하게 했다.

셋째, 1962년부터 1979년은 박정희 정권이 지배했던 시기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했고, 1인 1

기를 시행했다. 국민개조를 위해 반공과 함께 근면, 성실, 자조 등의 정신을 강

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당시에는 청소년 범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사건,

사고). 이러한 배경에서 당시 정부는 교도소 수용자를 전향자나 문해자가 아

닌 명랑한 반공 노동자로 변화시키고자 했다(운영주체(정부))의 인식 격차).

또한, 당시 청소년 범죄 문제가 커지면서 성인 범죄자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

여, 일반 시민은 범죄자를 사상에 문제가 있는 자라기 보다는 가난과 무지한

자라고 보았다(일반 시민의 인식 격차). 이러한 인식 격차로 교도소의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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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했다. ① 노동력 준비 기능은 수용자를 노동 기술 전수자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로 변화하게 했다. ②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공산주의 사상을 갖지 않는 자로 변화하게 하게 하는 것을 확대했다. 또한, 당

시 사회에 근면과 성실이 강조되었던 만큼 교도소 수용자도 근면하고 성실한

자로 변화하게 했다. ③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기초학력

소지자에서 무지에서 탈출한 자로 변화하게 했다. 이는 일반 시민의 인식 격

차로부터 변화된 기능이다. 일반 시민은 범죄자를 가난 혹은 무지한 자로 인

식했고 이에 따라 교도소 학과교육이 확대되면서 수용자를 무지에서 탈출한

자로 변화하게 한 것이다. ④ 선택적 재사회화 기능은 수용자를 반공사상을

지닌 자로 되게 하는 것을 확대했다. 또한, 1인 1기가 시행되었던 것의 영향으

로 수용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했으나 교도소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출

소 후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수용

자를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로도 변화하

게 했다.

넷째, 1980년부터 1992년은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이 지배했던 시기다.

당시 정부는 불량배를 단속하기 위해 1980년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를 시

행했고, 1990년에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교도소에서는 조세형 사건과

지강헌 사건 등 각종 탈주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다(사건, 사고). 정부는 수용

자를 정부에 저항하는 태도를 교정한 자로 변화시키고자 했다. 이전 시대 수

용자를 명랑한 반공 노동자로 변화시키고자 한 것과는 달라졌다(운영주체((정

부))의 인식 격차). 인식의 격차는 교도소의 기능 변화로 이어졌다. ① 노동력

준비 기능은 당시에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실

시되었던 것에서 수용자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로 변화하게 했다.

②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공산주의 사상을 갖지 않는 자 혹은 근

면, 성실한 자에서 정부에 저항하지 않는 자로 변화하게 했다. ③ 형식적 참여

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무지에서 탈출한 자에서 타율적인 자로 변화하

게 했다. 당시 교도소에서는 정신교육이 시행되어 교육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정신교육에 참여해야 했고, 이는 수용자를 타율적인 자가 되게 했다. ④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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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

는 자에서 국가가 원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지닌 자로 변화하게 했다. 이 때,

국가가 원하는 사상이나 태도는 정부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태도 등을 의

미했다.

다섯째, 1993년부터 2006년은 IMF 외환위기가 일어났던 시기임과 동시에

신창원 탈옥 사건이 벌어졌던 시기다. 고등교육이 확대된 시기이기도 하다(사

건, 사고). 이러한 영향으로 정부와 법무부는 수용자를 태도를 교정한 자가 아

닌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 변화시키고자 했다(운영주체(정부, 법무부))의 인식

격차). 또한, 고등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수용자는 스스로 지식 습득자로 변화

하고자 하기도 했다(수용자의 인식 격차). 이러한 영향으로 교도소의 기능은

변화했다. ① 노동력 준비 기능은 수용자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에

서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했다. IMF로 인해 생계형 범죄가 증

가했던 영향에서다. ②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정부에 저항하지 않

는 자에서 자신의 문제를 조절하고 제한하는 자로 변화하게 했다. 신창원 사

건으로 교도소는 수용자의 통제를 강화했던 영향이 있다. ③ 형식적 참여자로

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타율적인 자에서 무지에서 탈출한 자로 변화하게 하

였다. 고등교육이 확대되어 수용자는 지식을 습득하여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

었다. ④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축소되었다. 즉,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

으로 수용자를 국가가 원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지닌 자로 변화하게 하는 것은

2002년 정신교육이 개정되면서 축소되었다.

여섯째, 2007년부터 2013년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일어났던 시기다.

또한,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 등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 교정에 많은 변

화를 가져왔다(사건, 사고). 이러한 영향으로 정부나 법무부, 일반시민은 수용

자를 경제 활동자나 지식 습득자가 아니라 정신이 치료된 자로 변화시키고자

했다(운영주체(정부, 법무부)), 일반 시민의 인식 격차). 이에 따라 ① 노동력

준비 기능에서 수용자를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기능이 확대

되었다. ② 자신의 문제를 조절하고 제한하는 자가 되게 하는 절제자로의 변

화 기능이 확대되었다. 2008년 조두순 사건과 2010년 김길태 사건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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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가 확대되었고, 이는 수용자를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고 제

한하는 자가 되게 한 것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 이후 회복적 사법 담론이 확

장되면서 수용자를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하기도 했다. ③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무지에서 탈출한 자에서 타율적인

자로 변화하게 했다. 성폭력 사건으로 심리치료가 교도소에 확대되자 교육 대

상자는 심리치료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형식적 참여자

로의 변화 기능은 수용자를 교육에 타율적으로 참여하는 자로 변화하게 했다.

④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은 수용자를 국가가 원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지닌

자에서 마음이 치유된 자로 변화하게 했다. 심리치료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변

화다.

일곱째, 2014년부터 현재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임하면서 교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다(사건, 사고). 정권이 바뀌면서 법무부는 「교정교

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15년부터는 전국 교정시설의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집중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정부와 법무부, 일

반 시민, 수용자는 학습자로서 수용자를 정신이 치료된 자에서 인성함양자로

변화시키고자 했다((운영주체(정부, 법무부)), 일반시민, 수용자의 인식 격차).

이에 따라 ① 노동력 준비 기능은 수용자를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에서 인

성을 갖춘 노동자로 변화하게 했다. ② 절제자로의 변화 기능은 이전 시대와

같이 수용자를 자신의 문제를 조절하고 제한하는 자,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

는 자로 변화하게 했고, 인성교육과 심리치료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기능은 확

대되었다. ③ 수용자를 타율적인 자로 변화하게 하는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은 확대되었다. 집중인성교육이 전국 신입 수형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됨

에 따라 이 기능은 확대되었다. 한편으로, 집중인성교육의 교육 시간은 점차

감소되어, 타율적인 자로 변화하게 하는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기능도 점차

축소되었다. ④ 선택적 재사회화의 기능도 이전 시대와 같이 수용자를 마음이

치유된 자로 변화하게 했고, 인성교육도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이 기능은 확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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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은 우연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

난 것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는 운영기관인 정부나 법무부, 일

반 시민, 수용자에게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발생시켰다. 인

식의 격차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 기능의 변화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교도소의 기능 변화 원리는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에도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기관도 우연하게 발생한 사건과 사

고로 인해 운영 기관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인식의 격차를 불러일으켜 기능이

변화했을 것이다. 예컨대,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사건은

평생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기관은 운영에 차질을

겪자, 학습자를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하고 있

다. 국가나 평생교육기관, 학습자라는 인식의 주체들은 코로나19 이전 대면교

육과 집합교육에 익숙했던 학습자를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가 되게 한다. 그 결과, 평생교육기관은 온라인 교육 기능이 확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평생교육기관은 교도소만큼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과 사고에

민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 평생교육기관의 기능이 변화하기 위

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다. 학습자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평생교육에

어떠한 동기로 참여하는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등 학습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는 대부분 평생교육의

6대 영역(김진화, 2010)에 따라 교육의 내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학습자가 어

떤 교육에, 왜 참여하는지,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 학

습자에 대한 풍부한 이해는 평생교육기관의 기능이 변화하게 할 것이다. 이것

이 이루어진다면, 일반 평생교육기관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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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 변화에 담긴

학습 개념의 가변성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

되며 변화했다. 연구 결과,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에는 학습에 대

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시대마다 교도소는 다양한 기능을 하며

수용자를 특정한 학습자로 변화하게 했다. 이를 통해 시대마다 학습의 의미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습이란 모종의 교육이나 학습활동을 통한 학

습자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시대마다 교정교육의 기능이 변화하면서 학습

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자, 학습 개념의 의미도 변화하였다. 즉, 학습이라는

개념은 고정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맥락적으로 변화했다.

학습 개념은 가변성이 있음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을 크게 신체를 통한 학습, 지식 습득을 통한 학습, 담화

를 통한 학습, 영성 학습(Polkinghorne, 1988; Rossiter, 2005; Zou, & Ghauri,

2008; 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9; Lai, 2017)으로 구분하여 평

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이 변화하면서 학습 개념이 어떻게 달라졌는

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Merriam, Caffarella 와 Baumgartner(2009)는 성인 학

습의 이론을 신체를 통한 학습, 담화를 통한 학습, 영성학습의 3가지를 제시했

지만, 본 연구는 지식 습득을 통한 학습도 포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지식 습

득을 통한 학습은 학습의 가장 큰 목적인 지식을 익히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교정교육도 학과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지식 습득을 통한 학습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4가지 학습의 순서는 수용자 학습 양상이 나

타났던 시대순을 반영하여 신체를 통한 학습, 지식 습득을 통한 학습, 담화를

통한 학습, 영성 학습의 순서로 논의하고자 한다. 아래 <표 Ⅴ-3>과 같이 평

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은 시대가 흐르며 변화하면서 학습 개념의

의미도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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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종류 학습의 의미
교정교육의 기능 변천에서 나타난

학습자 모습

신체를 통한
학습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함으로써
변화하는 학습

정부에 저항하지 않는자(일제강점기,
1960년대∼1990년대 초반)

노동 기술 전수자(1960년대)

국가가 원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지닌
자(일제강점기, 1980년대∼1990년대 초반)

타율적인 자(1990년대∼현재)

지식 습득을
통한 학습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변화하는 학습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일제강점기∼현재)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자(1990년대
후반∼2000년대 후반)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일제강점기∼현재)

기초학력 소지자(일제강점기∼1970년대)

무지에서 탈출한 자(1970년대∼현재)

담화를 통한
학습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학습

공동체와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자(전옥서,
2014년∼현재)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제한하는
자(2011년∼현재)

영성 학습

영적 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학습

인성을 갖춘 노동자(2014년∼현재)

<표 Ⅴ-3> 학습 개념의 의미 변화 

신체를 통한 학습은 학습자의 신체 움직임을 조절하여 변화를 이루는 학습

이라고 할 수 있다(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9). 신체를 통한

학습에는 수용자를 정부에 저항하지 않는 자, 노동 기술 전수자, 국가가 원하

는 사상이나 태도를 지닌 자, 타율적인 자로 변화하게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

다. 수용자를 정부에 저항하지 않는 자와 국가가 원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지

닌 자로 변화하게 하는 것은 대부분 신체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체를 통한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 기술 전수자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

자에게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 변화할 것이 기대되었다는 점에서 신체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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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포함할 수 있다. 타율적인 자가 되는 것은 수용자를 의무적으로 교정

교육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신체를 통제하는 것을 방법으로 했다는 점에서 신체

를 통한 학습에 포함할 수 있다.

지식 습득을 통한 학습은 학습자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변화하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Zou, & Ghauri, 2008; Lai, 2017). 지식 습득을 통한 학

습에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자,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자, 기초학력 소

지자, 무지에서 탈출한 자로의 변화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담화를 통한 학습은 학습자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Polkinghorne, 1988; Rossiter,

2005). 담화를 통한 학습은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와 자신의 문제를 조

절하고 제한하는 자로의 변화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담화를 통한 학습으로

수용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과 나누는 과정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문제 행

동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다.

영성 학습은 영적 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변화하

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Vella, 2000; Tisdell, 2003). 여기에는 인성을 갖춘

노동자로 변화하게 하는 기능이 포함될 수 있다. 멘토링 학습이 영성 학습의

대표적인 양상인 것처럼(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9) 수용자

는 민간 자원봉사자과의 활동 속에서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인성을 갖춘

자로 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대마다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고, 이에 따라

학습의 의미는 변화했다. 학습이라는 개념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변성을 지

니고 있음을 말한다. 개념이 변화한다는 것은 개념의 재지정, 개념 전환 등으

로 설명할 수 있다(이기영, 조희형, 2017). 이는 한 개념에 대해 혼동이 생겨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개념을 다시 조정하거나 변화시켜 의미를 재

조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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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변화를 설명한 대표적인 학자인 Kuhn은 패러다임이라는 인식론적 틀

을 활용하여 개념의 변화를 설명했다. Kuhn은 패러다임이란 공동체 구성원이

가진 신념과 가치, 기법들의 전체적 성향이라고 하였다(안택윤, 2012). 그는 현

재 사회에 작동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그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한 학파가 승리함으로써” 이전의 학파는 물러나고 다른 패러다임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고 하였다(Kuhn, 2012: 17). 기존의 패러다임이 해결하지 못하

는 사례가 나타나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위기가 오면 기존

의 패러다임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본 연구의 결과에 적용하면, 학습의 패러다임은 시대마다 변

화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수용자의 학습은 신체를 통한 학습과 지

식을 통한 학습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현재에 오면서는 수용자도 담화를 통

한 학습과 영성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로 이해되고 있다. 말하자면, 본 연구의

결과 학습 패러다임은 과학 분야에서 Kuhn이 말한 것과 같이 완전한 전환은

아니지만 그 형태와 범위를 시대마다 변화시키며 넓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것은 과거 교도소에서의 주된 학습이었던 신체를 통한 학습 등을 완전

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포함하면서 그 관점을 넓혀온 것이다.

이전의 학습 패러다임을 없애고, 완전하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대마다 달리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이전 시대에 작동했던 패러다임이 사회 맥락에 따라 확장

되어 변화해 왔다는 것을 말한다.

학습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하여 현재의 패러다임으로 과거의 교육 장면을

본다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정신교육 등이 신체적 통제

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현재의 학습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비윤리적이

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도소에서는 신체의 통제가 강

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체의 통제를 통한 변화가 완전하게 폐기되었

다고는 할 수 없다. 즉, 학습 패러다임은 시대마다 변화했지만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과 수정을 통해 학습의 개념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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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학습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변화를 설명하는 고정된 개념으로서 진리

가 아니라 매우 정치적이고 우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oucault(1984)는 진실이란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담론을 통해 만들어진다

고 하였다. Foucault는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것이고, 진리는

생산의 과정에서 권력과 연결된다고 하였다(김부용, 2012). 진리는 “다양한 형

태의 제약을 통해서만 생산”되고,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을 구별하게 하는

메커니즘과 수준들, 각 진술에 제재를 가하는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Foucalt, 1980: 131). 즉, 진리는 사회 정치적 맥락 등의 영향 속에서 수많은

담론을 통해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진리는 권력의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결여하고 있는 것도 아니

다. 또한 진리는 자유로운 정신에 대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독 속에서 드러나는 뼈아픈 인고(忍苦)의 결과물도 아니며, 해탈의 경

지에 들어선 초인만이 누리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진실은 일정한 권력

에게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도처에 널려 있는것이다. 푸코는 진리를 생산

하기 위해 몇 가지의 조건이 따른다고 말한다. 첫째, 진리는 그것을 생산

하는 기구와 과학적 언술행위의 형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둘째, 그것

은 끊임없는 정치 경제적 필요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셋째, 진리는 교육

기관을 통해 확산된다.”

출처: Foucault(1984/2018): 73-74.

따라서 학습이라는 개념은 객관적이지 않고, 정치적이며 변동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문의 개념은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학문

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고상한 언어유희에 불과”하다(이학준 외, 2019). 학

문은 학문적인 성취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학습이라는 개념도 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변화와 학습 문제 등을 고려

하지 않고 학문적 세계 안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고상한 개념에 그칠 가

능성이 높다. 이 연구의 결과와 같이, 학습이라는 개념도 실천 현장에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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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학문적 발전과 함께 실천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 교정교육의 발전에 대한 논의

선행연구에서는 교정교육의 발전을 평가할 때, 교정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

자 했고, 효과 검증은 대부분 재범률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Burke & Vivian,

2001; Steurer & Smith, 2003; Chappell, 2003; Davis et al, 2014). 그러나 재범

률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학습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

다. 단순히 수치만으로 교정교육의 발전을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정교육 기능의 변천 과정을 분석한 결과, 교정교육의 기능

은 시대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등의 맥락 속에서 변화하였다. 이

연구는 교정교육의 양이 단순히 확대되고, 질이 변화되었다는 측면을 넘어 해

당 시대상과 그에 따른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결과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교정교육은 일차원적인 양과 질의 변화가 아닌 사회의 맥락 속에서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켰고, 이에 따라 학습 패러다임에 변

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는 학습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정교육은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정교육의 발전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증과 논의를 통해 이루

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교정교육은 시대마다

학습 개념에 대한 의미가 변화했고, 이에 따라 학습 패러다임이 변화되었지만

이는 Kuhn(2012)이 말한 것과 같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검증하는 방식

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교도소는 시대

마다 학습 패러다임이 변화되었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패러

다임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과

사고에 의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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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발전은 그 자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

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장상호, 2001). 문제점은 실천에서 관

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천의 발전과도 연관된다. 교정교육도 교도소라

는 실천 현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과학적인 변화가 가능하

게 되어 학문과 실천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303 -

3.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 변천 과정을 고찰함

으로써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에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 변천 과정과 이에 대

한 논의를 기반으로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교정교육에 대한 이해를 확대했다. 교정교육에 대한 선행연

구는 주로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정우석, 2011; 신용해,

2012; 천정환, 2012; 이백철, 조극훈, 2015; 최영신, 김선희, 박선영, 2015; 천정

환, 2020; Tewksbury & Stengel, 2006) 교정교육의 효과를 분석하였다(안경

선 외, 2000; Batchelder & Koski, 2002; Chappell, 2003; Case et al, 2005;

Davis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교정교육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

며, 교정교육의 기능은 어떠한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등의

맥락과 담론 속에서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교정교육은 우

연한 사건과 사고에 의해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가져왔고,

이는 교정교육의 기능 변화로 이어졌음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정

교육에 대한 이해를 확대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 변천 과정을 분석함으

로써 평생교육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확대했다. 평생교육의 기능에 대한 연구

에서는 주로 대학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했지만(윤정아, 2004; 박

민정, 2008; 김동석, 2016) 평생교육이 어떠한 맥락과 담론의 영향 속에서 기능

이 변화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평생교육에 대한 영역을 구분

한 연구(김진화 외, 2010)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평

생교육 혹은 평생교육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

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교정교육이 어떠한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

적, 문화적 등의 맥락과 조건, 담론 속에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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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했는지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평생교육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확장

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그간 평생교육에서 기존에 주목하지 못하였던 학습 주체인

수용자를 재조명하였다. 수용자의 학습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이미 유럽 회

의(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가 1989년 10월 13일 교도소

교육과 관련된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졌다. 이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도 교도소 교육과 관련된

결의문을 발표했고, UNESCO는 1995년 교도소의 기본 교육(basic education)

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 UNESCO에서 수용자의

읽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Krolak, 2020). 하지만 국제적 관심

의 증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수용자를 학습자로 볼 것인지에 대

한 논쟁이 치열하다.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학습자로서 수용자의 학습권에 대

해 논의한 연구도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유주영, 강대중, 2019). 따라서 이 연

구는 학습자로서 수용자의 존재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시대마다 수용자의 학습에 대한 이해가 변화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논

의함으로써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를 확대했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에 대한 의

미가 시대마다 사회상과 정권의 변화 등에 따라 변화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개념의 가변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교정교육과 평생교육에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교육부와 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을 관리하는 행정기관과 연구기

관은 수용자를 중요한 평생학습자로 이해하고, 관련 연구의 수행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기관에

서는 교도소 수용자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다. 교육부는 소년원의 수

용자에 대한 교육은 어느정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2017. 1. 24. 교육부 보도자

료) 교도소의 성인 수용자 교육에 대한 지원은 없다. 교육부가 2018년 제시한

‘제 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도 ‘전국민 평생학습권 보장’이나 ‘소외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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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사다리 마련’ 등의 과제에 교도소 수용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교

육부, 2018). 또한, 매년 발간되고 있는 평생교육 백서에 의하면, 평생교육의

대상으로 다문화, 학부모, 장애인, 기타(여성, 노인 및 중장년, 농어업인, 군, 북

한이탈주민)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교도소 수용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교

도소 수용자는 평생교육을 관리하는 그 어느 기관에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

다. 미국은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산하의 직업기술 성인교육

부(Office of Career, Technical, and Adult Education)에서 교정교육

(Correctional Education)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용자를 평생학

습자로 보고, 교정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수형자의 교화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 교정행정 예산의

0.98%에 불과했다(김상희, 이인순, 윤영철, 1992). 그러나 현재는 교정교화에

들어가는 예산이 더욱 감소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중앙일보. 2018. 8. 8.),

2018년 전국 교도소의 예산 1조 5536억원 중 집중인성교육과 학과교육, 심리

치료 등 교정교화에 쓰이는 예산은 0.47%인 73억5800만원에 불과했다. 교육부

가 성인 교도소의 교정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다. 교정교육이 수용자의 변

화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은 수많은 교도관의 수필집과 자서전, 언론 등을 통

해 알 수 있는만큼 교정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시급하

다. 특히, 교육부가 교정교육에 관심을 갖는다면 교정교육의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교정교육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평생교육 전문가가 투입될 필

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정교육 기능의 변천 과정을 분석한 결과, 교정교

육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데 교육 전문가의 참여가 매우 부족했다. 최영신,

김선희, 박선영(2016)도 집중인성교육 운영에 대해 연구한 결과, 교육 전문가

의 참여와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교정교육은 평생교육의 일환이

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성인학습자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갖춘 평생교육 전문

가의 참여와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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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정교육은 평생교육적 지향성을 보다 추구할 필요가 있다. 교정교육

의 기능은 사회적,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과 담론의 영향 속에서 시대가

흐름에 따라 변화했다. 즉, 교정교육은 시대의 시대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

고 변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교정교육은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보여주기식의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이에 교도소는 전시행정의

목적으로 교도소 안에서의 교정교육만 강조하여, 출소자를 위한 교정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는 수용자가 출소 후 온전하

게 재사회화되는 것을 차단하기도 하였다. 교정교육이 평생학습사회로부터 단

절되는 것이라면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교정교육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평생

교육 속에서 확보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2017년부터 Pokket이라는 어플

을 활용하여 수용자의 출소 후 삶을 관리하고 있다. Pokket은 출소자에게 주

거, 건강 관리, 일상 업무 등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어플이다. 출

소자의 갱생을 위해 어플 등 모바일을 활용하는 것은 출소자에게 즉각적인 피

드백과 인센티브 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출소 후 삶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Byrne & Pattavina, 2013). Pokket은 출소자가 다시 재범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장치인 것이다. 교정교육도 평생교육의 지향성 속에

서 수용자가 출소 후에도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

템이 마련된다면 교정교육의 정당성은 더욱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평생교육의 기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는 교정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의 모습과 학습

자로서 수용자의 변화 혹은 자세 등이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담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연구참여자인 교도관과 출소자 등을 통해 교정교육의 기

능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교정교육의 실천 현장의 모습과 여기에

참여하는 학습자로서 수용자의 감정이나 태도 등을 함께 드러낼 수 있다면 평

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교정교육의 기능이 어떠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과 담론의 영향 속에서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여 논의하고, 시사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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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도소의 특성상 비공개 자료가 많아 자

료 수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교정교육의 변천을 풍부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교도소나 국가기록원 등의 기관이 자료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해

주고, 이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다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에 대한 이

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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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교정공무원 등)

연구참여자용 설명서(교정공무원 및 강사, 목사, 

교정처우 관련자)

연구 과제명 :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분화 과정에 관한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유주영(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분화 과정에 관한 비판적 고

찰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관련된 자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

학교 소속의 교육학과 박사과정 유주영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

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

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

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수형자를 학습자로 인식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평생

교육 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분화 과정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들어, 평생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학교의 아동뿐만이 아

닌 직장인, 이민자 등 모든 사람을 학습자로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등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감금의 기능만을 했던 교도소에서도 수

형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도소가 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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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가두어 관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을 제공하는 기능도 하게 되

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에서 교육이 어떻게 생

겨나게 되었으며 현재는 어떠한 교육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

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수형자를 학습자로 인식하게 되었는지, 현재는 학습

자로서 수형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등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자 합니

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연구에는 최대 56명의 사람(교정공무원, 교도소 교육 강사, 목사, 교정처우 

관련자, 출소자 등)이 참여 할 것입니다. 이 중 교정공무원은 최대 21인, 강

사, 목사, 교정처우 관련자는 최대 20인이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연구는 면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면담 시에는 귀하의 동의 하

에 녹음을 할 것입니다. 녹음을 원치 않으실 시 녹음을 중단할 것입니다. 하

지만 녹음을 안했다 하더라도 면담 내용은 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허락을 구한 후 이루어질 것입니다. 녹음이 이루어진 경우 녹

음 파일은 연구가 종료된 후 폐기하고자 합니다. 

  면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정공무원은 교도소에서 교육이 생기고 없어지게 된 배경 혹은 사건, 교

정교육 현황, 교정교육에 대한 생각 등에 관하여 면담할 것입니다. 

  교정교육 담당 강사, 목사, 교정처우 관련자는 교정교육과 처우의 내용과 

운영방식, 교정처우의 변화과정, 교육 분위기, 교정교육의 개선점 등에 관하

여 면담할 것입니다. 

  면담은 각 1회당 1시간~2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면담의 횟수는 

최소 1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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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과정은 귀하의 편의를 고려하여 교도소 내, 편하신 카페 등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면담은 평균 1회~2회 이루어질 것입니다. 1회당 1시간~2시간 소요될 것입

니다. 최대 4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

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료는 즉시 

폐기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분화 과정에 대한 연구를 

위해 면담과 참여관찰을 실시할 것입니다. 면담과 참여관찰은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연구도중 귀하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면담

을 중단할 것입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학습자로서 수형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

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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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유주영 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나이, 전화번호, 경력, 이메일 주소 등입니

다. 개인식별정보는 교도소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

식별정보는 연구가 종료된 이후 파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연구

책임자인 유주영과 지도교수님인 강대중 교수님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개인만의 공간에 보관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

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

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

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

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

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

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

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

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

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10,000원(면담 2회 기준) 정도 되는 작

은 기념품이 증정될 것입니다. 

  중도 탈락 시에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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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

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_____유 주 영_____        전화번호: ____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이메일 주소: irb@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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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분화 과정에 관한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유주영(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는 수집되는 자료가 본 연구 이외에 연구책임자 및 다른 연구자의 연구의 목적
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보관하겠습니다.
9.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0. 나는 나의 이름, 전화번호, 경력, 이메일 주소 등이 수집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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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출소자)

연구참여자용 설명서(출소자용)

연구 과제명 :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분화 과정에 관한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유주영(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분화 과정에 관한 비판적 고

찰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

학교 소속의 교육학과 박사과정 유주영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

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

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

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수형자를 학습자로 인식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평생

교육 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분화 과정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들어, 평생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학교의 아동뿐만이 아

닌 직장인, 이민자 등 모든 사람을 학습자로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등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감금의 기능만을 했던 교도소에서도 수

형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도소가 수형

자들을 가두어 관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을 제공하는 기능도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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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에서 교육이 어떻게 생

겨나게 되었으며 현재는 어떠한 교육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

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수형자를 학습자로 인식하게 되었는지, 현재는 학습

자로서 수형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등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자 합니

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최대 56명의 사람(교정공무원, 교도소 교육 강사, 목사, 교정처우 관련자, 

출소자)이 참여 할 것입니다. 이 중 출소자는 최대 15인이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연구는 면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면담 시에는 귀하의 동의 하

에 녹음을 할 것입니다. 녹음을 원치 않으실 시 녹음을 중단할 것입니다. 하

지만 녹음을 안했다 하더라도 면담 내용은 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허락을 구한 후 이루어질 것입니다. 녹음이 이루어진 경우 녹

음 파일은 연구가 종료된 후 폐기하고자 합니다.

  면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형자의 생활(일과, 수형자 사이의 관계 등), 교정교육에 대한 생각, 교정

교육 참여시 분위기 등에 대해 면담할 것입니다. 

  면담은 각 1회당 1시간~2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면담의 횟수는 

최소 1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귀하의 편의를 고려하여 편하신 카페 등에서 이루어 질 것

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면담의 횟수는 평균 1~2회 정도 이루어질 것이며, 1회당 1시간~2시간 소

요될 것입니다. 최대 4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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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

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분화 과정에 대한 연구를 

위해 면담을 실시할 것입니다. 면담은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만

약 연구도중 귀하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면담을 중단할 것입니다. 

다만 면담 시, 출소자가 질문내용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방하

기 위해 연구자는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연구자는 연구에 내용을 반영하

기 전에 출소자에게 연구 내용 반영 여부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반영할 것

입니다. 만약 원치 않을 경우, 연구에 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학습자로서 수형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

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유주영 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수감기간입니다. 개인식별정보는 교도소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식별정보는 연구 종료 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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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연구책임자인 유주영과 지도교수님인 

강대중 교수님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개인만의 공간에 보관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

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

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10,000원(면담 2회 기준) 정도 되는 작

은 기념품이 증정될 것입니다. 

  중도 철회 시에도 동일합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

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_____유 주 영_____        전화번호: ____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이메일 주소: irb@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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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분화 과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연구 책임자명 : 유주영(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

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

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본인은 수집되는 자료가 본 연구 이외에 연구책임자 및 다른 연구자의 연구
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습니다”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본인이 연구참여에 “동의합니다”라고 한 것은 이 동의서의 내용을 잘 

전달받았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습니다”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본인은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습니다”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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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인터뷰 질문지(교정공무원)

1) 언제부터 일하셨고, 어떻게 교정공무원을 하게 되셨습니까?

2) 교정 일을 처음 하실 때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 교정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셨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정 일을 처음 하시면서 힘드셨던 점이 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4) 교정교화와 관련하여 과거와 달리 생각이 바뀌신 적이 있다면 언제이고,

무엇입니까?

5)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수용자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 기억에 남는 가장 잘 교정교화된 수용자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 반대로 가장 교정교화가 힘들었던 수용자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6) 같이 근무한 교도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

엇입니까?

7) 교도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 지금까지 다양한 교정교화 정책이 있으셨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교정 일을 하시면서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특별히 시도한 것들이 있

다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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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인터뷰 질문지(목사, 강사, 교정처우 관련자)

1) 언제부터 일하셨고, 어떻게 교정 관련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2) 교정 일을 처음 하실 때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 교정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셨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정 일을 처음 하시면서 힘드셨던 점이 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4) 교정교화와 관련하여 과거와 달리 생각이 바뀌신 적이 있다면 언제이고,

무엇입니까?

5)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수용자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 기억에 남는 가장 잘 교정교화된 수용자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 반대로 가장 교정교화가 힘들었던 수용자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6) 교정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특별히 시도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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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인터뷰 질문지(출소자)

1. 교도소의 생활은 어떠했나요?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

니까?

2. 교도소에서 받았던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에 남는 교육이 있다면, 어떤 교육이었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교육에 참여할 때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인기가 많은 교육이나 강사가 있었습니까?

교육 참여 도중에 발생했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4. 다양한 처우들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처우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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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역사적 흐름

사회 사건 정권 년도 시대 교정 사건
「보통학교규칙」제정

일제강점기 
(1910-194

5)

1911

형
무
소
로 

명
칭 

변
경
과 

신
체
형 

처
벌

「조선교육령」제정

1912

경성감옥을 서대문감옥으로 명칭 
변경
「조선태형령」제정
「조선감옥령시행규칙」제정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3·1 운동 1919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제정
1920
1921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배포 1922

1923 감옥의 명칭을 형무소로 변경
1924 형무소 수용자 잡지 『도』발간

「치안유지법」공포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조선행형과 누진처우규칙」제정
1938
1939
1940

1941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제정
1942
1943
1944

일제로부터 해방

1945

사상범 석방
미군정기 시작

문맹퇴치운동 본격화
미군정기 
(1945-
1948)

문교부 성인교육국 설치
국민학교 의무교육 시작 1946 형무소 지소 6개 형무소로 승격

1947 「우량수형자 석방령」공포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이승만 
정권 

(1948.7.-
1960.4.)

제1공화국

법무부 형정국 설치 운영
1949 부천형무소, 영등포형무소 신설

한국 전쟁 1950 「행형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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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 정권 년도 시대 교정 사건
1951

혼
란 

속
에
서
의

교
정
 
조
직 

정
비

1952

한국 전쟁 휴전 협정 1953

1954

형무소 '문맹퇴치' 교육과정 
세분화
「경범죄처벌죄」 시행

1955

1956

「행형법 시행령」 제정
「가석방심사규정」 제정
「행정심사규정」 제정

문교부 '도의교육' 강조
1957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 제정
「재소자식량규정」 제정

국민윤리강령' 발표 1958 「지도원제도」 운영
1959

4. 19. 혁명
1960

2차 유엔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에 관한 회의 개최

윤보선 
정권 

(1960.8.-
1962.3.)

수형자 직업교육 1번째 실시
5.16 군사정변

1961

수형자직업교육 2번째 실시
명랑생활운동 전개 「수형자교육규정」 제정

혁명공약' 발표 「행형법」전부 개정
재건국민운동실천요강' 발표 형무소에서 교도소로 명칭 변경

「교도작업특별회계법」제정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발표
1962

교
도
소
로 

명
칭 

변
경
과 

법무부 교정국으로 변경
문교부 「종합성인교육계획」 발표

박정희 
정권 

(1963.12.- 
1979.10.)
제3공화국 
제4공화국

「모범교도소 운영방안」 마련됨
「교도작업관용법」제정

1963

1964 「수형자분류처우방안」마련
1965

1966 교도소에 도서실 설치
갱생건설단 조직 1967 교도소에 신문열독실 설치

1968
사법시설 현대화 계획

<국민교육헌장> 발표

1969

공공직업훈련소 전국 19개 
교도소에 설치
전국교도소에 공공직업훈련소 
개소
「교정누진처우규정」제정

새마을운동 시작
1970

새마을 정신교육 실시
문교부 '성인교육' 시달 「독지방문위원제도」실시

1971
「재소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정」 제정

유신체제 시작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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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 정권 년도 시대 교정 사건
<1인 1기> 대통령연설 발표 1973

교
정 

이
념
의

도
입

보안과 및 직업훈련과 신설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발표
1974

김대두 사건 발생
1975

「독지방문위원제도 강화방안」 
마련

김지하 <양심선언> 사회에 유포 쓸 수 있는 권리 제한
1976

1977

1978
교도사목후원회 출범
「수형자 분류검사지침」 마련

국민정신교육시작
1979

「재소자 새마을 정신교육 
지침」마련

최규하 
정권 

(1979.12.- 
1980.8.)

「수형자분류처우요강」 제정
광주민주화운동

1980

수
용
자
 
통
제
의
 
강
화

「재소자특별순화교육계획」 발표
「사회보호법」 제정 재소자 순화교육 시작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신설 순화교육 교관 교육 시행
삼청교육대 설치

전두환 
정권 

(1980.9.-
1988.2.)

제5공화국

「사회악일소 특별조치」발표
「대한민국 헌법」에 '평생교육' 명시

1981

<체제보호국(현 범죄예방정책국)> 
출범
교육과를 교화과로 개칭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재소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정

1982

「교화방송운영 쇄신지침」 마련
「수형자 등 교육규정」 개정
특별권력관계' 대법원 판례로 부정

1983

조세형 탈주사건
청주교도소 직업훈련전담소로 
지정운영
「교정대상운영규정」 제정
아시아태평양지역 교정국장회의에 
정식가입
「종교지도위원 운영요강」 정비

1984 박영두 사건

제4차 국제성인교육회의 개최 1985
「외부출장 직업훈련 
시행지침」제정

198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7
<인권보호특별위원회> 설립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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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 정권 년도 시대 교정 사건
6월 민주항쟁 「재소자 정신교육 개선방안」 제정

<새마을 독서대학> 개설

노태우 
정권 

(1988.2.-
1993.2.)

제6공화국

1988

법무부 국정감사
국정감사 「수형자 자치제」 실시

「수형자 준개방처우 운영지침」 
마련

지강헌 사건 천안개방교도소 개소
「보호관찰법」제정

88올림픽 교도소 수용자 집단 단식 저항 
운동
수형자 라디오청취, TV 시청 확대

1989

「외부통근작업 운영규칙」제정
「사회보호법」 개정 재소자 정신교육 시작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결성
<10·13 특별선언>에서 '범죄와의 

전쟁' 선포 「법무부 정신교육 개선방안」 발표

중앙교육평가원에 
'학위검정부(독학학위제 업무)' 

실시

1990

「흉악범 특별교육,교화방안」 마련

수원교도소가 모범교도소에서 
구치소로 전환
특정강력범 정신교육 실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91

「도서관진흥법」에 교도소 포함
'주요 5대 범죄' 탄생
「수형자분류처우규칙」개정

1992

인권운동사랑방 창립

김영삼 
정권 

(1993.2.-
1998.2.)
문민정부

1993

「특정강력사범 정신교육에 관한 
지시」 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1994

울산구치소 신설
「5·31 교육개혁」 발표

1995

「외부통근작업 운영규칙」 개정
OECD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 

발표 「수형자 등 교육규칙」 개정

독학학위제 실시
TV시청 법 근거 마련

한국 OECD 가입
1996

수원구치소 개소
방송대학 TV' 개국

EU '유럽 평생학습의 해' 발표
평생교육백서 발간 시작 1997 신창원 탈옥



- 357 -

사회 사건 정권 년도 시대 교정 사건
국제엠네스티 '사형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수
용
자 

학
습
권
의 

확
대

인천구치소 신축이전

「한국방송동신대학교 규칙」 에 
의해 '평생교육원' 설립 논산구치소 신설

IMF 외환위기 마지막 사형
전수용자 TV 시청
교도소 과밀수용

학점은행제 운영 실시

김대중 
정권 

(1998.2.-
2003.2.)
국민의 
정부

1998

청송제2교도소 특정강력범 
정신교육지시'
교정점수 평가방법 변경

대구구치소 개소
수원교도소를 과실범전담교도소로 
지정운영
「과실범 전담교도소 운영규칙」 
마련
<교정위원중앙협의회> 창립

「수용자 신문열람지침」 개정

TV 설치 전국에 실시
인권연대 창립

1999

「부부만남의 집 운영지침」 마련
「남녀차별금지법」제정 신창원 검거

외국어 교육(영어, 일어) 실시
「민영교도소 법률」 국회통과

2000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컴퓨터 교육 실시

「국가인권위원회법」공포

2001

청주교도소와 주성대학 협정 맺어 
전문학사 과정 운영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수용자 정보화교육 및 영어교육 
내실화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실시

심상명 법무부 장관 부임

2002

「수용자 정신교육 지침」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창립 천안개방교도소를 
과실범전담교도소로 지정운영

'2002~2006년 제1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발표

순천교도소가 교도소 내 청암대학 
호텔외식조리학과 개설
「정보공개 청구제도」 도입

노무현 
정권 

(2003.2.~
2008.2.)
참여정부

2003

전 거실에 TV 설치
'부부만남의 집'이 '가족만남의 
집'으로 변경 운영
「수용자 정보화교육 규정」마련

2004
「특별관리대상자 수용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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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방송통신대학교 과정 실시

김승규 법무부 장관 부임 민영교도소 시범운영 논의
「사회보호법」 폐지

2005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 체결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교도소 
연계 교육
전주교도소 방송통신대학 운영
포항교도소 개소
민영교도소 시범운영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제정

2006

교정국에 '교육교화과' 생성
'수용자 가족사랑 캠프' 운영
「성폭력사범 교육과 대책」 발표
청주여자교도소 방송통신대학교 
운영
「수용자 정신교육제도' 
개편계획」발표
「수용자정신교육지침」 개정안 
발표
「수용자 인성교육 등에 관한 
지침」마련
법무부 인권국 출범

교육인적자원부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발표

2007

교정국이 교정본부로 승격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중장기전략(07'~11')> 발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

「평생교육법」전부 개정 수용자정신교육 폐지 및 인성교육 
시작

「전자장치부착법」제정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 개정

정성진 법무부 장관 부임 평화 인문학
마약사범 재활 집중교육'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경찰청 범죄통계 승인

조두순 사건

2008

<수용자 교정교화 운영지침> 마련

조직개편으로 18부 4처 18청을 
15부 2처 18청으로 축소

이명박 
정권 

(2008.2.~
2013.2.)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협의회 
전담반 설치 운영계획' 시달

김경한 법무부 장관 부임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협회의' 
창립 총회 개최

상습 성폭력사범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제)' 실시 「수형자등교육규칙」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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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기본진흥계획' 수립

교
정
에
의 

치
료
적 

관
점
의 

도
입

전국 교정시설 통합방송 
'보라미방송' 시작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폐지
작업훈련과는 근로직능개발팀으로 
변경됨

2009

법무부 교정본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교정시설 수용자 독서지원 
및독서치료프로그램 보급 
업무협약' 체결함.

아동성폭력' 대책 마련 발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개소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제정

교정상담학회' 출범 교정본부 '교육교화과'를 
'사회복귀과'로 변경

'평생학습계좌제 추진계획' 발표 근로직능개발팀이 직업훈련과로 
변경됨

이귀남 법무부 장관 부임 구인구직 만남의 날 시행
교회직 교정공무원 채용 폐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운영

2010

'독서치료프로그램' 법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협약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 [출소예정자 등 취업, 창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정

「교정심리치료센터 시범운영 
계획(안)」 마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국내 첫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설

김길태 사건 책읽는 교도소 만들기' 사업 실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소망교도소 개소

권재진 법무부 장관 부임

2011

「성폭력사범 교육 운영 계획」발표
'위험성평가도구KORAS)' 개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수명령제도' 실시
「교정심리치료센터 운영 
계획」발표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 시작
출소예정자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시작
출소예정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제공

2013
군산교도소 정신보건센터 개설

한국인문학 총연합회'출범, '인문학 교회직류와 분류직류를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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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제작 교정직류 공무원으로 운영함.

서울대-서울남부교도소 '인문학 
교육'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 개소

박근혜 
정권 

(2013.2-
2017.3)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발표
법무부 황교안 장관 부임 집중인성교육 시범실시

알코올관련사범 재활교육

'자기변화 피드백을 위한 
타임캡슐제도' 도입

'학습인센티브시스템' 도입
<교정정책 자문단> 발족
'수용자 인문학 교육에 관한 
업무협약' 서울대와 체결
「성폭력사범 교육 내실화 
계획(안)」발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Static 
99-R' 도입
청주교도소 충북대 인문대학과 
협약

세월호 참사 2014

수
용
자 

처
우
의 

과
학
화

「인문학 진흥법」 제정

2015

대전교도소 한국평생교육원과 
집중인성교육 협약
집중인성교육 전국 교도소에서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

김현웅 법무부 장관 부임 청주교도소 한국점자도서관과 
협약

2016

청주교도소 '책읽는 
청주'(청주시립도서관) 참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심리치료센터로 명칭변경 운영

'교정상담심리학회' 출범 「분류센터 운영지침」제정
심리치료과 신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부임

2017

「심리치료업무지침」 만들어짐
지방교정청별 분류전담센터 지정 
및 운영

문재인 
정권 

(2017.5.~)

서울동부구치소 개소

2018

문화예술교육 계획'에 교정시설 
포함

조국 법무부 장관 부임 인성교육 기본교육 축소
2019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2020
「2020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계획」발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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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unction Chang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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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oday, a prison provides correctional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inmates’ rehabilitation. A prison has the direction of lifelong

education. However, although a prison helps inmates to rehabilitate

through correctional education, the function of a prison as a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has not been fully illumin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f a prison as a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by analyzing the function of correctional

educ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function of correctional education,

the historical flow of prisons as a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and

the origin and change process of the correctional education function.

Data were collected by interviewing 14 participants, including

correctional officers, correctional treatment members, and released

prisoners. Data included various literature dat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genealogical method. The function of correctional

education emerged as the purpose of correctional educatio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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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ed. The purpose of correctional education is as follows. The

intrinsic purpose of correctional education is cultivation and

improvement. The extrinsic purpose of correctional education is

self-discipline and relieving the public's anxiety about crime. The

functions of correctional education appearing as these purposes are

fulfilled and can be broadly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These

categories are the labor force preparation function, the function of the

changing into the moderator, the function of the changing into a

formal participant, and the selective resocialization function.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abor force preparation

function of correctional education is the function of preparing inmates

for economic activities. This function changes the inmates into a

person who can utilize knowledge and skills after release, a worker

who cultivates character, and a bearer of labor skills to others.

Second, the function of the changing into the moderator is the

function that allows the inmates to change into a person who can

control and limit their emotions and actions. This function changes

inmates as a moderator who can control and limit their emotions and

actions, and a person who can live in harmony with others. Third,

the function of changing into a formal participant is a function of

changing the inmates into a rather passive participant in education or

work activities. This function changes the inmates into a person who

escaped from ignorance and into a heterogeneous person. Fourth, the

function of selective resocialization is a function that allows inmates

to resocialize only some of the various elements necessary for life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 This function changes the inmates

into those whose minds were healed and those who have to acquire

skills and knowledge for employment after release from prison.

Before analyzing the origins and changes of the function of



- 363 -

correctional educ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historical flow of

prisons as a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This study divided the

110-year history from 1910 to the present into seven eras and

analyzed how the operation of prisons and the way inmates were

managed by each era. As a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prisons have

developed differently in operation and inmate management according

to the times as follows. First, the name of a pris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rom 1910 to 1945 was changed to a prison

with the main purpose of punishment. During this period, the

Japanese carried out harsh punishment to the Korean people. The

prison strengthened control in order to change inmates into subjects

of the Empire, and managed them through record cards. Second, from

1946 to 1961, the prison reorganized the correctional organization amid

chaos. After liberation from Japan, Korea experienced chaos during

the US military rule and the Korean War, and the number of inmates

in prisons also increased rapidly. On the other hand, by enacting the

Penal Code in 1950, a framework for a correctional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At that time, the prison strengthened the

management of political inmates and strengthened the control of

inmates by selecting exemplary inmates. Third, from 1962 to 1979,

the prison changed its name to a prison with the main purpose of

inmates’ rehabilitation, and began to pursue an educational

punishment rather than a retribution punishment. At the same time,

the prison exposed various irrationaliti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movement to eradicate irrationality from society. Prisons managed

inmates by preparing classification treatment and rules within the

prison.

Fourth, from 1980 to 1992, prisons strengthened control over

inmates. During this period, a prison was called a “crimina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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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various escapes occurred. At that time, the government

strengthened control of violent criminals. Prisons managed inmates

through the Social Protection Act and the theory of special authority

relationships. Fifth, from 1993 to 2006, inmates' right to learn was

expanded. During this period, as human rights discourse expanded,

inmates' right to read and education was expanded. During this

period, prisons were overcrowded in the aftermath of the IMF crisis,

but due to the expansion of human rights discourse, the parole

standards were relaxed and many were released on parole. In order

to solve the overcrowding of prisons, the basis of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prisons were also created. Inmates were managed by

selecting or excluding those who met certain conditions. Sixth, the

period from 2007 to 2013 was the period a therapeutic perspective,

which was introduced to the prisons. During this time, the

correctional organization expanded as the correctional bureau was

promoted to the correctional headquarters. This was also a period of

many changes, after many rape incidents. As a result of this

influence, prisons focused on risk inmates. On the other hand, as the

inmates' awareness of human rights increased, the number of

accusations increased rapidly. Seventh, from 2014 to the present

period, the prisons attempted to establish scientific treatment to

inmates. Prisons have become overcrowded as a result of the anxiety

of rising crime in society. The prisons created a tool to evaluate,

classify and manage inmates and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way

inmates were managed by using volunteer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historical flow of prisons as a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this study analyzed the origin and change

process of prison functions. First, the labor force preparation function

was derived from the fact that the inmates during th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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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nial period became those who acquired knowledge and skills.

Since, the function of preparing the labor force has changed the

inmates into those who can utilize knowledge and skills and become

bearers of labor skills. The workforce preparation function in the

1960s changed inmates as a contributor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which continued into the early 1990s.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the labor force preparation function changed inmates

into those who could earn a living. The current workforce preparation

function enables inmates to use their knowledge and skills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 through the expansion of vocational training, and

changes them into workers with character under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discourse.

Second, the function of the changing into a moderator is derived

from the fact that the inmates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were

changed into those who could live in harmony with others.

Afterwards, the change function of the moderator changed the person

who conforms to pow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person who controls and restricts actions, and the person who does

not have communist ideology in the 1950s. In the 1960s and 1970s, as

the anti-communist ideology spread in society, the function of

changing the inmates into those without communist ideology

expanded. At the same time, the influence of diligence and sincerity

was emphasized in the society at the time, and the inmates were

changed into diligent and sincere people. The 1980s was a period

dominated by the new military regime, and the function of

moderators changed inmates into those who did not resist the

government. The current function as a moderator changes the

inmates into a person who can control and limit their emotions and

behaviors and someone who can live in harmony with others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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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the sexual violence discourse.

Third, the function of changing into a formal participant was

derived from the fact that inmat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ere changed into those with basic education. This was evident from

the fact that, Japan provided basic education in order to change

Korean inmates into a subject of the empire. In the 1950s after

liberation, the literacy campaigns were active, and the function of

changing into a formal participant to become a holder of basic

education expanded. In the 1970s, the function of changing inmates

into a formal participant changed from those who escaped from

ignorance. At that time, due to the expansion of discourse that

viewed criminals as poor and ignorant, prisons provided academic

education to inmates. In the 1980s, prisons forced inmates to

participate in moral education, turning them into heterogeneous people.

Under the influence of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late

1990s, the function of formal participants changed the inmates into

those who escaped from ignorance again. In the period after 2014, in

that inmates were obliged to participate in character education, the

change function to formal participants changed them into more

heteronomous ones. The current change function into a formal

participant changes the inmates into a person who escapes from

ignorance and into a heterogeneous person.

Fourth, the function of selective resocialization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Japanese colonial inmates changed into those who had to

acquire knowledge and skills again in order to find employment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 At that time, inmates had limitations in

using the knowledge and skills they had acquired in prison after

release. Thus, they had to acquire the knowledge and skills again to

obtain a job after release. After liberation, the function of sel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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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cialization changed the inmates into those who had removed

communist ideas. However, as the government changed and the social

context changed, these functions were reduced. In the 1970s, as the

one-person period was implemented, the function of changing inmates

into those who had to acquire knowledge and skills again for

employment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 expanded again.

Currently, the function of selective resocialization changes the inmate

into a person who has to acquire knowledge and skills again for

employment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 and changes the inmate

into a person whose mind has been healed as psychotherapy is

implemented in earnes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unction of the prison can

operate as a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are discuss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function of correctional education and that of

lifelong education, as well as implications for correctional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are discussed. Secon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function of the prison as a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can be

achieved. Prisons have affected the perceptions of the government,

the Ministry of Justice, ordinary citizens, and inmates by chance

events and accidents. Awareness refers to the perception of the

inmates as a learner. Subjects of perception recognized the recipient

as a learner differently from the previous era as a result of incidents

and accidents that occurred by chance, and this appeared as a gap in

perception. This gap in perception has changed the function of

prisons as a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Third, the meaning of the

concept of learning has changed through the result of the process of

changing the function of the prison as a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Fourth, the direction was presented so that correctional education

could develop scientifically and syste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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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as the following academic significances. First, this

study expands the understanding of correctional education by

genealogically analyzing the function of a prison as a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Second, this study expands the understanding of

the function of lifelong education. Third, this study shed a new light

of inmates as learners. Fourth, this study expands the understanding

of lifelong education by discussing the change of the meaning of the

concept of learning in each era. This study suggests tha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research institutes managing lifelong

education need to understand inmates as learners and support them

continuously even after they are released from prison. Fourth,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lifelong education experts to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of correction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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