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문〉

韓國 矯正의 딜레마와 당면과제*

 1)

韓      寅      燮
**

Ⅰ. 머 리 말

교도소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한 시설이다. 서양에서는 19세기부터, 우리의 경우는 

구한말부터 자유형이 도입되면서 자유형의 집행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본주의화 혹은 식민화의 과정에서 자유형은 가장 기본적인 형벌로 자리잡았고, 

(드물게 집행되는 사형을 제외하고는) 중대범죄자를 처리하는 형벌로써 일반화되었

다. 수형생활은 높은 담벽과 감방(cell)으로 상징된다. 즉 교도소에 들어감으로써 일

반사회와 격리되고, 같이 수감된 다른 인간과도 단절된 채 살아가야 하는 특수한 

생활로 인식되었다.

물론 오늘날 교도소는 고전적 의미에서의 ‘육지 속의 섬’처럼 운용되지는 않는다. 

교정의 개방화, 사회화의 구호 하에서 교도소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움직이며, 사회

와의 부단한 접촉을 지향한다. 교도소 자체가 지역사회(community) 모델에 따라 

재편되어야 한다는 행형이론의 지속적 압력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교정환경 역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역사회를 모델로 하도록 요청

받는다. 적어도 행형단계에는 재소자의 사회복귀를 궁극적인 목표로 내걸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점은 행형법 제1조1)를 봐도 명백하다. 그러나 일반인의 의식 속에 

교정은 아직도 꺼리고 멀리해야 할 무엇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수의 교도소가 ‘오

지’(奧地)에 자리잡게 되는 것은 시민의식 속에 교정이 오지화되어 있는 현실을 반

한 것처럼 보인다. 시민들은 범죄자를 가까이 두려 하지 않으며, 범죄자가 모여 

있는 교도소를 자신들로부터 가능한 떼어놓으려 한다. 이렇게 교도소를 오지화할수

록 낙후된 교정 현실은 개선되기 어렵다.

 * 이 은 1996년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 일반학술연구비 결과보고서임.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1) 행형법 제1조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矯正敎化하며 건전한 國民思想과 勤勞精神을 함양

하고 技術敎育을 실시하여 社會에 復歸하게 하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는데, 조항은 

1950년 행형법 제정시부터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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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교도소는 시민의 관심과 상상을 자극한다. 탈주범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의 소재가 되며 소내의 인권유린, 교정환경의 열악성 등은 인권단체의 단골메

뉴의 하나이다. 시설 운용자들은 매스콤 등에 보도되는 ‘교정문제’가 매우 과장・왜

곡되었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고충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갖는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화의 단절이다. 그 단절은 일차적으로 교정 역

이 법의 실현단계 중 가장 닫혀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근대적 법치국가에서는 재

판은 공개되는 대신 행형은 실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식민시대, 

독재시대에는 개방교정이란 용어 자체가 생소한 것이었다. 교정문제가 외부화되면 

문제의 시정 이전에 그 외부화를 막지 못한 데 대한 문책이 따랐다. 교정문제는 곧 

정권의 치부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하에서 교정의 개방화는커녕, 법적으

로 규정된 재소자의 권리 내지 자유조차 허용되기에 매우 인색했던 것이다. 

이러한 단절의 시대에 교도소 하면 가장 낙후되고 문제있는(뭔가 감추고 기피해

야 할 만큼 문제있는) 곳이란 인식을 갖게 되었고, 교정사고가 발생하면 교도소 측

보다는 범죄자 편을 들고 싶어하는 묘한 심리적 혼돈을 갖게 되었다. 이 같은 심리

적 혼돈을 더욱 부채질한 것은 독재정권 하에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인사들이 교

도소를 제집처럼 거쳐갔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경우 교도소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곳이란 인상을 주게 되면서, 수감자가 아닌 교도소 측에 대

한 부정적 낙인이 한 켠에서 생겨나게 된 것이다. 

최근 닫힌 교정으로부터 열린 교정으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는 교정의 안팎에서 동

시에 들려오고 있다. 정권변화와 함께 열린 교정에의 지향은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그 한 예는 언론과 대학, 시민단체에의 개방화 현상이다. 언론기관들이 교도소 안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몇 년 전이라면 (홍보용을 제외하고는) 생각하기 힘든 현

상임이 분명하다. 소내에서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전화면회예약을 할 수 있는 등 

개방교정을 표방하는 정책 프로그램들이 98년부터 하나씩 실시되어가고 있다. 

필자는 교정에 관심을 갖고 여러 을 써오면서도 정작 한국 교정의 현장에 접

근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느껴왔다. 독일과 스웨덴, 미국의 교도소를 참관조사하

면서도 정작 우리의 교정시설을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몇 가지 을 썼다.2) 그런 

은 외국의 재소자 처우조건과 교정개방화의 사례를 접하면서 얻은 충격을 한국의 

(낙후된) 현실의 변화를 위한 모델사례로 시사하는 식의 접근을 취할 수밖에 없었

다. 필자뿐 아니라, 많은 교정관련 논문들은 제한된 현장방문과 출소자들과의 면접

2) 필자는 1997년 1월∼2월 스웨덴 및 핀란드의 교정시설을 참관하 고, 그에 대한 이론

적 실제적 접근을 하 다. 한인섭, 선진교정 현장 스웨덴 방문기 - 그런데 교도소는 어

디 있습니까, 신동아, 1997년 4월, 434-451쪽; 북구의 형사정책 연구 : 형벌 및 행형의 

이론과 실제, 서울대 지역사회연구소, 지역연구, 3권 2호, 1994 여름, 271-253쪽; 1999년 

2월 미국의 각종 교정시설을 참관하 고, 그 참관기록은 곧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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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대로 한국의 교정현실을 파악한 다음, 그것을 국제적 재소자처우기준에 대비

시킴으로써,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식의 접근이 주조를 이

루었다.3) 그러다 보니 당위론적 타당성은 확보될 지라도, 그것의 실현가능성, 그리

고 그것을 실현해내기 위한 자원의 제약과 의식상의 제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각론적 정책을 전개하기 곤란한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다.

현실의 제약(제도․관행․의식)에 바탕을 둔 ‘현실론’과 그 제약과 상관없이 국내

적․국제적 규범에 기초한 ‘이상론’ 둘 다 ‘한국교정’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바람

직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두 입장 사이에 놓여있는 벽과 상호 오해는 자신

과 다른 입장과 ‘대화’와 ‘설득’을 그만큼 어렵게 한다. 필자는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 그리고 5월에 교도소, 보호감호소, 소년교도소, 소년원 등 다수의 교정시설 및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참관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4) 필자가 시설방문한 

원래 목적은 정부조직에 대한 ‘경 진단’에 있었지만, 그 조사과정에서 시설참관, 교

정공무원과의 면담, 재소자와의 부분적 면담을 할 수 있었으며, 교정실태에 대한 상

당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5)

그러한 참관과 면담, 자료독해 과정에서 필자는 한국교정의 현실에서 작용하는 

여러 유형의 딜레마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 딜레마는 교정정책 변화의 요구에 대

한 일선 실무자들의 애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여, 한국 교정의 실상과 고민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필자는 이 딜레마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한다. ▲교정정책에서 보안 대 교화의 딜레마, ▲재소자의 자유제한의 정도에 있

3) 그동안 제한된 현장참관과 일부 관련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로는 부정

방지대책위원회, 행형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1994. 9.가 있다. 최근 출소자 230명을 

대상으로 교도소의 인권실태를 설문지조사의 형태로 연구한 것으로 이승호・박찬운 

외, 한국감옥의 현실  : 감옥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사람생각, 1998이 있다. 후자의 연구

는 교도소 실태에 대한 전반적 조사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그 설문대상자 선정의 

한계(과반수가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정치적 수형자) 및 설문대상이 된 문제점을 기간

별・회수별로 세분화하지 못하여 현시점에서의 교정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출소자 중심의 설문조사는 객관적 실태조사로서 정립하기에 검증되어야 할 요

소를 적지 않게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정실태의 조사의 난점을 현실적으로 인정하

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난점을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4) 필자가 방문한 시설은 다음과 같다. 3개의 지방교정청(서울, 대구, 대전),  7개의 교도

소(대구, 청송, 안동, 대전, 청주여자, 천안소년, 천안개방), 몇몇 구치소(서울, 천안, 그

리고 위 교도소에 딸린 구치시설), 1개의 보호감호소(청송2) 등이며, 그 이외의 시설로

서 소년원(안양), 치료감호소(공주), 소년분류심사원(안양) 등을 방문하 다. 시설방문에 

협조해준 법무부 김경한 교정국장, 각 시설의 장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빌어 감사드린

다. 교정국에 근무하는 이태희 교정감, 임재표 교정관은 필자와 동행하면서 필요한 도

움과 자료요청에 응하여 실태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5) 이하에서는 필자가 청취한 교정공무원의 언술은 따옴표(“ ”)로 인용하기로 한다. 인용

된 말은 교정공무원들의 견해를 대변한다기보다는, 그 직책에 있는 인사의 하나의 경

향을 시사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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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질서 대 인권의 딜레마, ▲교도소와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과 관련하여 배제 

대 통합 혹은 실 대 개방의 딜레마, 그리고 ▲교정의 국가독점 대 민 화(가능성)

에 대한 딜레마 등. 

이러한 딜레마는 언제나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교도소 측으로서는 상충되는 

요구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한다. 예컨대 교도소는 보안이 생명인 시설이면서

도 교화목적을 등한시할 수 없다. 소내 질서를 유지하면서 재소자의 인간다운 생활

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교정시설에 입소하면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자유형의 

본질이지만, 동시에 출소후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사회와의 접촉과 개방화를 촉진시

켜야 한다. 교도소는 국가독점시설이지만, 사회로부터 필요한 자원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각각의 대립항은 배타적인 선택문제가 아니라 조화되어야 

할 과제의 효과적인 달성에 관한 문제이다. 실무가에게 문제는 교정현실에서 내려

야 할 개개의 결정 및 활동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다른 가치를 같이 포용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교정공무원은 이 딜레마적 상황에서 특정한 선택을 할 때 결코 ‘자유로운’ 입장에

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법률상의 원리와 규정, 법무부(국가)의 방침, 일선교도소

의 방침도 있을 것이며, 이제껏 내려오는 관행의 압력도 있을 것이다. 또한 언론,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반응(social response)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

에 특정 교도관의 특정 선택의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 그 조직의 문제일 뿐 아니

라, 그 개인과 조직이 자리잡고 있는 우리 국가와 사회 전체의 문제로 다가온다. 위

에 말한 딜레마 유형들은 우리 사회가 범죄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해 어떤 처우를 해주기를 원하는가 하는 전체사회적 선택의 문제임을 유의할 필

요가 있다. 그 경우 특정집단의 경향에 대한 포폄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문제이

자, 나 자신의 문제임을 같이 되돌아보게 된다. 그러한 진지한 반성의 토대 위에 우

리 공동체가 합의하는 바람직한 ‘선진교정’의 길이 열려갈 수 있을 것이다.

Ⅱ. 보안 대 교화의 딜레마

1. 보안위주의 교정현실

오늘날 행형의 중점이 재소자의 수용관리로부터 교화행형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교화보다는 구금이 중심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보안행형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안행형 중심성은 다음 몇 가지 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된다. 먼저 교정직원들의 

분포를 보면 대다수의 직원들이 보안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

정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이 점이 분명하다. <표 1>에서 보듯이, 98년 현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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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국 소속 직원 중 교정직이 88.4%를 차지하는 반면, 교회직은 2.3%에 불과하다. 

<표 1> 교정국 소속직원 현황 (1998.10.31. 현재)

구분 정원 결원 현원  비율(%)

계 12,329 414 11,915 100

교정직 10,882 349 10,533 88.4

교회직 296 18 278 2.3

분류직 191 7 184 1.5

의무직 132 5 127 1.1

기타 828 35 793 6.7

 

교도소 운 에서 보안이 강조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없다. 교도소의 일차적 존재

이유는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있으므로, 보안기능을 경시한 채 

교화기능만을 강조하는 것은 교도소의 존재근거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보안은 교

도소의 기본적 요구이다. 

다른 시설과 달리 대부분의 교도소는 24시간 동안 시설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그

야말로 총체적 구금시설(total institution)인 만큼, 언제나 경계와 주의를 게을리 할 

수 없다. 재소자들은 자신이 원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므로, 대체로 자유박탈과 처우

상황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그 불만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각종 교정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재소자에 따라서 폭력, 자해, 불법조직 형성 등 여러 “사고

뭉치”들을 포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보안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때문에 교정공무원들은 일차적으로 보안전문가라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보안성은 억압적 처우, 엄격처우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적절한 교화는 소내 질서유지에 무엇보다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

다.6) 그러나 적어도 교화행형을 명분과 실질이 일치하기에는 현재의 교정여건이 너

무나 열악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교정시설의 수용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정리해보자. 1998. 12. 4. 현재 교정시

6) 1999. 1. 7 대전교도소에서 필자와 면담한 2명은 무기형에서 20년으로 감형된 재소자들

이는데 둘 다 재소자 선도위원이며 재소자변호인으로서 1급의 모범수들이었다. 재소자

변호인이란 대전교도소 전체에서 선정된 3명의 모범수형자로서 다른 재소자의 권리보

호를 위하여 징벌위원회 등에 입회하는 재소자를 말한다. 이들은 초기의 적응상의 어

려움을 극복하고 소내 질서유지에 협력하는 한편 무기형이란 무형의(?) 권위로서 다른 

재소자들을 교화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교화가 가장 효과적인 질서유지

의 방안임을 이 사례는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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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수용적정인원은 56,500명인데 수용인원은 74,312명으로 17,812명(31.5%)이나 초

과하고 있다(과밀수용문제). 현재 적정 도는 평당 1.89명으로 정해져 있다. 이 적

정 도도 사실상 우리의 과 화된 상황을 감수하고 책정된 기준이므로, 과 수용의 

실제는 통계치보다 더욱 심한 실정이다. 외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1인당 평균수

용공간은 0.41평으로, 미국 1.15평, 일본 0.78명에 비해 볼 때 과 화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일선 교정기관에서 과 수용의 실태를 참관해보면, 현실은 훨씬 심각함을 

절감한다.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의 수용정원은 20,570명(평당 1.89)인데, 1998. 12. 5. 

현재 수용인원은 28,515명(평당 2.62)이다. 이는 정원대비 7,945명이나 초과수용된 수

치이며, 수용가능인원에 대비해서도 3,255명이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전교도소

의 경우 수용정원은 2,940명이며, 최대수용가능 인원은 3,420명으로 자체 추산한다. 그

런데 98.12.31. 현재 수용인원은 3,860명으로 초과수용인원이 920명이나 된다. 평균수

용 도는 평당 2.21명에 달한다. 그런데 그 내부에도 독거실 등을 제외한 혼거실의 경

우, 7인혼거실(1실면적 2.54평)에 8∼9명을 수용하여 평균수용 도가 3.34명, 4인혼거

실(1실면적 1.63평)에 5∼6명을 수용하여 평균 도가 3.37명에 이른다. 그 결과 사동

복도를 가수용시설로 개조하여 수용하는 등의 임시방편을 취한다. 필자가 방문한 시

설 중 구치소와 엄정경비시설에 속하는 교도소와 구치소는 모두 절대적인 초과과 수

용 상태에 놓여있었다.

 

과 수용 상태 하에서는 거주공간의 협소화, 취침공간의 부족에다 세면・진료・
교회・운동・목욕・접견에 소요되는 시간이 모두 단축될 수밖에 없다. 수용인원 증

가는 처우의 개별화・전문화를 곤란케 한다. 수용자들의 스트레스 증가는 수용자 

간 폭행과 사고를 증가시키는 등 수용질서의 문란을 초래한다.7) 또 출정, 이송인원 

증가로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한다. 직업훈련 및 효과적인 교정교육이 곤란

해진다. 직원들의 업무부담 증대로 인한 애로도 매우 크다. 요컨대 과 수용 하에서 

교화행형은 이름뿐인 것으로 전락될 우려가 높은 것이다.

<표 2>에서 보듯이 99.1월말 현재 전국의 수용시설은 구치소, 교도소, 보호감호

소 모두 합하여 44개소이다. 그 중 500명 이하 수용시설은 9개로 전체의 20%에 불

과하고, 정원이 1,000명을 초과하는 시설이 28개소로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7) 교정사고의 유형을 도주, 자살, 화재, 폭행(치사상), 소란・난동 등으로 나누어볼 때, 그 

중 수용자간 폭행(치사상)의 건수가 2/3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폭행(치사상)의 동기

는 자제력 부족으로 인한 우발적, 충동적 감정에 의한 사고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사고장소는 주로 혼거실이며, 계절별로는 여름에 가장 발생빈도가 높다. 이

는 협소하고 열악한 여건이 하절기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데서 비롯된다. 이순길, 교정

시설의 수용상황과 재소자 수용보호상의 문제점, 한국교정학회, 제16회 학술발표회 자

료집, 1998. 12. 9, 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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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초대형 시설은 4개소이다(대형수용문제).8) 

<표 2>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포함)의 수용실태 (1999. 1월말 

현재)

구분
수용정원별 분포 총정

원

수용

인원

정원초

과율∼500 ∼1,000 ∼1,500 ∼2,000 ∼2,500 ∼3,200 계

서울청 2 1 3 5 - 2 13 20,570 20,600 0%

대구청 1 3 5 3 1 1 14 20,270 22,041 9%

대전청 4 2 2 - - 1 9 8,260 10,123 26%

광주청 2 1 3 1 1 - 8 8,750 10,478 20%

전

국

수 9 7 13 9 2 4 44
57,850 68,242 18%

비
율 20% 16% 30% 20% 5% 9% 100%

출처 : 법무부 교정국

유엔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수용인원이 500명 

이내로 규정9)된 점과 대비해보면, 우리의 교정시설의 대부분은 (초)대형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면담한 대부분의 교정공무원들은 대형시설화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대개 “500명 정도가 적정선이지만, 우리 교정의 현실을 고려하여 1,000명 

이내의 시설로 소규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500명보다 더 

적을 경우 운 경비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500명보다 상당히 초과할 경우에는 인도

적이고 교화에 중점을 둔 행형보다는 보안과 규율 중심의 행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방대한 인원 및 시설의 관리에 중점을 두는 환경에서는, 재소자의 개별처우

도 어렵고 상담과 지도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구치소의 경우 접견과 출정업무

가 일상적인 업무의 하나인데, 수용규모가 2∼3천에 달할 경우 직원의 업무부담이 

8) 1998. 12.의 경우 시설 당 평균수용인원은 1,905명이다. 그 중에서 3,000명 이상을 수용

하는 시설도 구치소 3개소(서울, 인천, 부산), 교도소 4개소(안양, 대구, 대전, 광주 등)

에 이르 다.

9) 제63조 3항은 “폐쇄시설에 있어서 수형자의 수는 처우의 개별화를 방해할 만큼 많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러한 시설의 수용인원은 500명을 초과해서

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개방시설의 수용인원은 될 수 있는 대로 적어야 한

다”고 규정한다. 동 제4항에서는 “적당한 설비를 마련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교도소를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한다.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Offenders <ESA/SDHA/1>(이 규정의 번역은 박재윤, 수형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제도, 국민대학교 출판부, 1996, 177-18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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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하고, 그 경우 사고예방에 모든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초)대형수용화 경향은 역사적 산물이다. 교정시설은 한번 지어지면 몇십 년을 지

속한다. 현재의 대형수용체제는 멀리는 일제시대의 전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현

재 운용되고 있는 시설들은 대개 7∼80년대에 지어진 것이다. 일제식 교정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새 부지를 물색하거나 새 건물을 지어야 했던 7∼80년대는 독재정권 

아래 있었고, 독재정권은 집중구금체제-대형구금체제를 선호하 다. 심지어 교도소

를 신축하면서 “동양 최대”임을 자랑했던 시기 다. 그 시기에 현대 교정의 추세나 

국제적 준칙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소형화의 바람직함을 

인식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집행을 하려는 배려는 있지만, 과 수용 해소라는 

당면과제를 위해 일부 기관은 수용정원이 인상되거나 4,000명 규모의 시설도 조성

되고 있다.

 

2003년 완공 예정인 안양교도소는 당초 수용정원을 2,900명 정도로 잡았으나, 최근

의 과 수용 문제와 관련하여 그 정원을 4,000명 정도로 늘려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범죄격증이 경제위기와 관련된 일시적 현상이고, 앞으로 시설내 처우보다 사

회내 처우에 더욱 의존해야 한다고 볼 때 이러한 초대형시설은 장래에 하나의 부담으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직원 1인당 수용자 비율은 1: 5.7로 선진국에 비해 직원사

정이 대단히 열악하다(교정인력 부족문제).10) 수용인원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교도

관들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과 수용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교정시설을 신축 내지 증축하는 상태에서도 교도관의 증원은 공무원 총정원제 

개념에 같이 묶여 허용되지 않고 있다.

과 수용, 대형수용의 현실 속에서 교정인력의 부족까지 겹치게 되면 교화기능을 

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단위시설에서 수용자가 많을수록 관리기

능의 비중이 커지고, 재소자 관리와 교정사고를 예방하기에 제도의 관심이 쏠려질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교화를 하고자 해도 인력부족으로 교도소에 꼭 필요한 최소

한의 일을 해내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2. 교화행형을 위한 정책방안

‘보안행형에서 교화행형으로!’ 이러한 방향성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우선 교정정책의 확고한 방향성 정립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열

악한 환경 하에서 교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는 그 환경 속에

10) 1999.1월 현재 교정국의 자료에 따름. 일본의 교도관 대 재소자의 비율은 1: 2.9, 프랑

스는  1: 2.3, 미국은 1: 3.3, 호주는 1: 1.9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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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와 의지에서 출발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화에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대형사고가 난다”거나 “교화하는 노력은 아무 표가 안 나지

만, 보안을 등한시하면 금방 드러나 문책당한다”는 식의 사고가 교정직원들의 말속

에서 종종 묻어난다. 집권화된 교정행정은 직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이나 “교정부

조리 예방”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그 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직원

들의 “교화의욕”을 북돋아주기 어렵다. 보안기능은 획일성을 지향하지만, 교화기능

은 개별적․구체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교화기능의 강화를 위한 출발

점은 직원들의 교화 사명감 고취와 창의적이고 개별적인 노력의 고취에서 구해지지 

않을 수 없다.

교화행형을 표방할 때 손쉽게 떠오르는 대책은 교화담당인력의 확충일 것이다. 

교정직 공무원의 상대적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인력

확충은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공무원총정원제 개념이나, 국가기능의 

민간이양화(민 화・자치화・책임기관화・공사화 등)의 추세를 감안할 때 공무원 

수의 확대로 문제해결의 길을 찾아내는 것은 최선의 방책이 아니며, 다른 방안이 

곤란할 때 선택될 방안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가능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가에 

일차적인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교화는 사람 대 사람으로 해야 하기에 인제나 대인의존적이다. 단체상담 등의 관

념은 있기 어려우며, 문제있는 수용자일수록 대인상담이 더욱 요청된다.11) 교화의 

과제는 기계화에 의해 대체불가능한 대인접촉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에 앞으로 교

화분야에 소요될 인력은 감축되기 곤란할 것이며 지금보다 훨씬 증원되어야 할 것

이다. 

그에 반해 보안업무는 시설과 장비를 통해 상당부분 대체가능하다. 앞으로 구금

확보 체계를 대인계호 방식에서 시설・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과학적 관리체계로 전

환하는 것이 제1의 과제로 등장한다. 

“인력절감형 상계호 시스템”은 1998. 12. 의정부 교도소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다. 

전 수용거실과 복도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동에 첨단 모니터실을 설치하여 

야간근무에 활용하는 것이다. 직원 1인이 4개 사동 전체를 관찰할 수 있다. 처음 시설

설치예산이 상당하지만, 인력투입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3개동에 야간

근무 소요인력은 5.7명인데, 시스템 운용 후 소요인력은 불과 1.9명이며, 설비투자에 

드는 예산은 인건비 절감에 의해 상쇄되어 2년차부터 투자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11) 1998. 12. 15. 전과 3범이상을 수용하는 청송교도소를 방문하 다. 청송교도소에는 문제

수용자와 직원과의 1：1 책임상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월 2회 이상 

상담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반 으로 수용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교화가 개별

책임상담의 방식으로 운 되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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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 효과를 보아가면서 앞으로 신규시설은 전면적으로 상계호 시스템을 구축

하고, 기존시설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의정부 교도소의 방식은 이전보다 인력절감형이긴 하지만, 아직 초보적이며 비체

계적이라는 느낌을 얻을 수도 있다. 본격적인 시설・장비 위주의 보안체제는 교도

소 건축의 형태와 내부공간의 적절한 처리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교정시설에

서 건축 디자인의 중요성은 벤담 이래 교정이론가들이 지적해온 대로이다12). 벤담

식 파놉티콘(panopticon)의 아이디어는 그대로 실현하긴 부적당하다 해도, 그 아이

디어를 현대적 기술로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교도관의 업무 중 불필

요한 부분은 덜어내고, 패턴화된 관리사항은 가능한 자동화하는 방안이 교정시설 

신축과 운 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아야 한다. 예컨대 업무의 전산화, 자동화

는 업무부담의 감소와 효율적 수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그저 사동과 거실만 지어서 수용하자는 사고는 현대기술을 활용하지 못함은 물론

이고, 교정인력의 적정한 배분에도 어긋나며, 교도관과 재소자의 생활수준을 저하시

키는 요인이 된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필자의 본 외국 시설 중 자동화된 보안설비를 가장 잘 갖춘 시설로 꼽히는 미국의 

한 구치소의 참관기록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필자는 1999. 2. 18. 샌프란시스코의 인근에 있는 산타리타 구치소(Santa Rita Jail)

를 방문하 다. 여기서 필자는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인력절감과 계호의 편의를 도모

한 시설을 볼 수 있었다. 먼저 미결수의 출정과 이동에 소요되는 계호인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내에 화상접견실(video interview room) 및 비디오 법정(video 

court)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 형사변호인의 절반 이상은 공익변호사(public defender 

lawyer)에게 집중된다. 재소자나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하면 재소자는 그 화상접견실

로 와서 착석한다. 재소자는 화상을 통해 변호인과 법적 상담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변호인은 물론 구치소로 직접 와서 상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상담하기 위

해 일일이 구치소로 오게 되면 취급할 수 있는 사건수가 매우 적을 것이고, 관련기관

에서는 공익변호사의 숫자를 훨씬 늘려야 할 것이다. 구치소로서도 계호의 부담을 줄

이기 위해 화상설비라는 현대적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비디오 면담은 

하루 100명에 달하며, 만족도도 높다고 한다.

비디오법정(video court)은 주로 교통사범 등 경미사범들을 위해 활용된다. 공판을 

개정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고 소송활동을 수행하며 그 광경은 비디

오로 그대로 중계되고, 재소자는 법정에 출두함이 없이 비디오실에 앉아 공판에 참여

하는 형태이다. 재소자가 서명해야 할 문서는 팩스로 구치소에 보내어 서명하도록 한

12) 한인섭, 자본주의 국가의 감옥과 사회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박사논문, 1989, 

165-17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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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비디오 법정을 이용할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법정에 

출정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수갑과 포승을 차고 호송버스를 타고 법정에서 대기

하다 공판을 하고, 또 식사시간 등으로 지체되는 데다, 법원내 구치감에서의 불유쾌한 

경험, 그리고 법정에서의 수치심 등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이 점을 감안하여 이 제도

를 선택한다고 한다.

대형시설의 경우 보안과 안전은 재소자의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는 데서도 추구될 

수 있다. 시설 내에서는 엄청난 양의 식사・쓰레기처리 등의 문제가 수반되는데, 종래

에는 이를 위해 미결수와 기결수 일부를 동원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다가 그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기서는 세계 최초로 로봇 시스템(robotics system)을 도입하여 

자동운반체계를 갖추었다. 식사, 쓰레기 등 운반해야 할 것이 있으면 바퀴달린 컨테이

너에 넣고, 그것을 지정이동공간에 놓으면 로봇이 그 컨테이너를 고 가는 것이다. 

현재 30대의 로봇이 작동되고 있다. 로봇이 컨테이너를 뒤에서 슬슬 고 가는 모양

도 참 재미있다. 이 로봇은 사람과 달리 24시간 가동되며 거의 부상도 입지 않아 편

리하다. 전체 로봇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600만불. 비용면에서 처음 설치비

는 많이 드나, 로봇 사용에 따른 교정인력의 절감효과만 따져서 5년이면 설치비용을 

충당하고 남는다고 한다. 거기다 재소자의 노동력 활용(비용+의료비+질병 대비 등)에 

따른 부담, 그리고 생길 수 있는 교정사고의 감소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훨

씬 수익성이 높은 선택이라고 한다.

재소자의 활동에 대한 일상적 감시구조는 현대기술과 공간배치의 절묘함으로 역시 

최소인력으로 최대의 감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어져 있다. 중앙통제실에는 불과 

2명이 한 구역(a housing unit)에 있는 200인 이상을 감시한다. 일방통행식 유리로 되

어 있어 여러 사동재소자는 감시실을 볼 수 없고, 감시자는 재소자를 환하게 볼 수 

있는 그야말로 파놉티콘형 일망감시체제(panopticon principle)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 또한 사동과 거실의 내부를 상세히 보기 위해 중앙통제실 내부에 다시 비디오

감시 시설을 설치해두고 언제 어떤 상황이든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목적의 시설・장비의 현대화와 함께 과 수용・대형수용의 방식이 이

제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 물론 인력・예산의 제한과 기존 시설을 활용하

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한 시설 내에 500명을 수

용하는 것이 적정선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대규모 시설을 그대로 없앨 수 없다.

교도소의 시설변형이나 시설신축은 실제로 어느 하나 쉽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3천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형 교도소를 500명 이내로 줄이고자 할 때 여러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 6개 이상의 교도소를 신축하는 일은 예삿일이 아닐 수 있다. 부지

확보의 어려움, 비용의 증대, 추가 교정인력 확보 등이 장애요인이 된다. 이 경우 

한 시설을 엄중․중간․완화시설로 내부에 구획을 지어, 각각 다르게 운용하는 것

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앞으로 신축하게 될 시설의 경우 

소규모화(500명 이내)의 원칙을 확고한 기준으로 정립시켜야 한다. 앞으로 모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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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보안․계호에 과다한 인력투입을 않아도 좋을 과학적 경비시설로 지어져야 한다. 

구치소의 경우 특히 소규모로 경찰 혹은 검찰청의 인근에 짓게 하는 방안이 기본

원칙으로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검찰인근 구치소는 여러 장점을 갖고 있다. 출정과 

계호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 구치소를 외곽에 단독으로 지을 때보

다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용이하고, 탈주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재소자

의 경우 장시간 검찰청에서 대기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물리적 공간상 구치소와 

검찰청을 같이 두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앞서 말한 화상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과 수용의 타개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방안이 논의․실천중에 있다. 수용인구

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에 입소되는 인구를 감소시키는 방안 및 시설에서 유출시

키는 인구의 증대방안으로 나뉘어 논의된다. 전자의 방안에는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의 적극 활용, 사회봉사명령 등 사회내 제재의 활성화, 

경미한 범죄의 벌금형으로의 유도 등이 있을 수 있다. 후자의 방안에는 무엇보다 

가석방의 확대실시가 가장 효과적이며, 벌금 미납시 환형유치처분의 억제 등도 시

도되고 있다.13)

비교법적으로 볼 때 우리의 형집행에서 교도소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인구 10만 명당 재소자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히 높으며, 그 중에서도 

미결수용자의 비율이 높고, 기결수중에서는 장기수형자의 비율이 높다. 이는 그 동

안의 형사사법관행이 구속위주의 수사-재판이었고, 또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을 일삼아 왔음을 보여준다. 그러한 관행이 사회-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

어 왔기에, 수용인원은 갈수록 증가해왔던 것이다. 이렇게 구속과다-형벌과잉의 상

태에서 그 집행의 부담은 모두 교정시설 운 자에게 귀속되며, 그 결과 교화행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교도소는 입소하는 인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과 수용에 

대한 기본적 해결책은 교도소가 아닌 수사기관, 재판기관에서 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재판기관이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보다 존중하고, 시설수용인구를 감소시키

는 것을 구체적 정책목표의 하나로 삼을 때, 교도소에서는 보다 인도적이고 교화위

주의 행형을 위한 조건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교정공무원들은 시설의 개선, 여건의 개선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아직

도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타성이 교정현실에 엄연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교화 중심의 행형을 위한 필요조건은 앞서 논의한 시설과 여건의 개선이겠지만, 

교화를 실제로 가능케 하는 것은 시설・여건이 아니라 사람이다. 때문에 궁극적인 

13) 그동안 가석방 실적은 점차 증가해오다, 1998년 들어 과 수용화가 심화되면서 가석방

율이 크게 증대했다. 95년도 2,516명, 96년 2,867명이었고 97년 2,614명으로 약간 줄었다

가, 98년 들어 4,790명으로 크게 증가하 다. 그 밖의 대안으로 교정시설 신증축 추진 

등이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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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행형의 주체는 교정공무원 자신과 교정위원 등 외부인사에서 구해질 수밖에 없

다. 직원의 교육과 재교육을 통해 교정행정이 관료적 업무수행이 아니라 교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교도관을 보안전문가 일 뿐 

아니라 일종의 교정사회복지의 전문가로서 설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교화기능을 보안기능에 못지 않게 강조할 때 교정직원의 성별 구성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교정직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가장 남성적 직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

나 그것은 엄격한 군대식 규율하의 보안구금 시설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교

화기능 위주로 재편될 경우 상담과 지도에 능한 여성들에게 더욱 적합한 직종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필자는 1997. 1. 스웨덴 교도소에서 여성 교도관들이 남성 교도관

과 동일한 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참관하면서, 여성 교도관들이 교화에 더욱 

적임일 수 있음을 느낀 적이 있다. 98년 말 현재 전체 교정직원 중 여성의 비율은 

18%에 불과하며, 계급별로 보면 7급∼9급 등 하위직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14) 앞

으로 여성의 비율도 늘어나야 하며, 교정복지나 심리학 등 교화관련 전공자의 참여

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Ⅲ. 질서 대 인권의 딜레마

그 동안 교도소는 “규율의 부(府)”로 지칭되어 왔고, 일반적 의식 속에 교도소는 

‘인권의 死角地帶’로 일컬어져 왔다. 미국의 경우에는 교도소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죽은 자(legally dead)라는 관념이 2차 대전 이전까지 지배했고, 독일의 경우에는 

재소자와 국가 간에는 특별권력관계에 속하여 일반시민들이 받는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15) 그러나 전후 UN의 각종 규약 및 기준은 물론이고, 

선진 각국에서도 “헌법과 교도소 사이에는 어떠한 철의 장막도 없다”고 하여 교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의 제한을 제외하고는 재소자도 헌법적 기본권의 보장을 

향유한다는 법이론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우리의 교정현실에서 재소자의 권리에 대한 관념은 정착되지 않았

으며, 재소자는 기본권의 주체라기보다는 질서유지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교도소

는 특수한 권력이 지배하는 분위기 으며 군대식 통제방식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재소자는 일반시민과 다른 존재로 차별적 취급을 받았으며, 자유의 전적인 제한의 

원리가 관철되었다. 행형법의 규정도 재소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교도소장의 허

14) 1998. 12. 31. 현재 교정직원의 남녀현황은 다음과 같다. 남자 9,939명, 여자 584명. 계

급별로는 2/3/4급 0명, 5급 1, 6급 19, 7급 77, 8급 297, 9급 190명이다. 국내 유일의 여

성전용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여직원 73명, 남자 58명이다.

15) 한인섭, 재소자의 인권과 처우, 법과 사회, 제3호, 법과사회이론연구회, 창작과 비평, 

1990, 147-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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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항으로 묶어두어, 권리행사는 교도소 측의 ‘재량적 허가’에 의해 가능했을 뿐이

다. 이런 상황에서 재소자의 인권은 재야의 목소리이거나 법이론가들의 주장에 그

치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향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인권’이 교정의 기본원리로써 공식 선언된 것은 1998년에 들어와서, 정권교체와 

함께 장기수감 경력을 가진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법무부 장

관은 법무행정 일반은 물론 교정행정 분야의 첫 번째 목표를 ‘질서와 인권이 함께 

숨쉬는 사회의 구현’을 내걸었다.

“수용시설의 높은 담 안에서도 질서와 인권은 함께 살아서 숨쉬어야 합니다. … 수

용질서와 기강이 무너져버리면 형의 집행과 교정교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시설 전체가 오히려 하나의 위험한 화약고로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용질서의 유지는 그 본질상 교정의 최소한 요구요 기본조건이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용질서만을 강조하여 수용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유린되고 최소한의 인간

다운 생활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사회의 교정원리에 맞지 않음은 물론 이

를 통한 질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교정분야가 더 이상 인권의 死角地帶로 남아 있어서는 안되며, 남아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 질서확립의 명분 하에 수용자의 인권을 소홀히 다루거나 인권을 빙자한 

불법적인 질서문란행위를 용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16) 

질서는 여전히 교정분야의 핵심가치임에 분명하다. 위의 장관 훈시에서도 “교정

사고 방지와 직업훈련은 필수과목이요, 기타 과목은 선택과목”이라고 하고 있으며, 

“교정기관과 그 간부의 업무를 평가할 때 교정사고를 제1의 평가기준으로 삼겠다”

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이 질서와 함께 나란히 기본원리로 선언되

고 있음은 새로운 단계로의 진일보를 의미한다.

그와 함께 <교정현대화>의 기치 하에 일련의 인권옹호적 시책들이 입안되고, 실

험단계를 거쳐 널리 제도화되고 있다. 1998년 이전의 재소자 권익관련 내용은 신문

잡지 열독허용, 서적검열 완화, TV 시청의 확대, 집필도구의 허용 등 교도소 내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었다. 그간의 규제완화의 성과에 대해 일선 교도관들은 업

무량 증대의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분명히 성과는 있었으며, 

처음 시행시에 우려하던 문제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중론을 이루었

다. 일련의 규제개혁이 재소자에게 보다 자유와 알 권리의 폭을 넓히고, 교도소 측

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변화로 수용되고 있음을 볼 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규

제들도 타성적 우려가 깃들어 있지나 않은지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 

16) 교정, 1998년 6월호, 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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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이전의 규제완화가 교도소 내부의 처우를 향한 데 반해, 98년 이후 이루어

지는 일련의 변화는 교도소와 사회와의 단절감 해소를 통한 “열린 교정”, 그리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설운 에의 참여를 허용하는 보다 전진적인 기획을 담고 있

다. 98년 이후 주요한 변화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모범수형자 전화사용 허가

-재소자 접견예약제 시행, 접견업무 전산화

-전수용자 신문구독 허용, 수용거실내 TV 및 식탁겸용 탁자의 비치17) 

-미결수용자 손목시계 허용

-수용자와 가족간의 합동면회 확대

-수용자 석방업무 신속화

-수용자 고충처리기능 강화

-모범수용자 사회복귀 촉진, 가석방 인원 확대 

-미결수 사복착용 허용 (99년도)

-부부 만남의 집 개설 (99년도)

한편 지방교정청이 관할구역 내에서 보다 진전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었다. 필자가 방문했던 대전지방교정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

하고 있었다. 

-수용자가족 종합민원상담소 설치(교정청 단위)

-적법절차에 의한 조사 및 계구 사용

-징벌, 조사, 급식관리위원회 개최시 수용자 대표 참석(수용자변호인제도)

-열린 음악회 개최 등 사회와의 접촉 강화 위한 교화 프로그램 개발. 

이러한 변화는 97년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괄목할 만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이 프로그램들은 모범수를 중심으로 실험되다가 그 성과가 입증되면서 

그 범위를 일반재소자에게 점차로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교

도소와 사회와의 거리를 줄이고, 민원인들과 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교정의 자유화(liberalization)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자유화 조치만으로도 재소자의 처우여건은 향상되었으며, 필자가 면담한 재소

17) 1998. 6.부터 수용거실 안에 식탁과 책상 겸용 탁자를 비치하여 식사 및 독서시에 사용

토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마루바닥에 음식을 놓고 식사하고 무릎위에 책을 놓고 독서

하던 데서 탁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한 재소자는 “탁자 다리 높이만큼 재소자의 

인권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표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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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도 소내 처우여건이 향상되었음을 강조하 다. 이는 시설과 예산상의 큰 부담 

없이도, 교정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재소자 처우의 향상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

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18)

그러나 아직 ‘자유화’와 관련된 중요한 항목중에 아직 유보되어 있는 사항이 적

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담배와 커피, 차의 허용문제일 것이다. 우선 커피와 차의 

판매는 의지만 있으면 금방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범죄와 어떤 관련있는 

것도 아니며, 자판기를 작업장이나 식당 등에 설치해두면 되므로 추가인력이 필요

한 것도 아니므로, 즉각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19) 

담배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담배를 건강상 유해하다고 반대할 수 있으나 이 

논리는 일반 사회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논거만으로 담배를 불허할 사

유가 되기는 어렵다. 음주와 마약은 그 자체 범죄이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기에 교정시설 내에서 금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담배는 반드시 금지해야만 하

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초적인 흡연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 내에서 담배의 불

법유통이 행해지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각종 교정사고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가

끔은 교도관들이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거나 재소자의 수법에 넘어가 담배를 건네는 

범칙행위를 저질러, 담배는 교도관들에게 오명을 지우는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때

문에 담배허용 여부에 대한 필자의 질문에 교정직 공무원들도 “차라리 담배를 허용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더 자주 표명하 다. 

 

필자가 면담한 인사중에서 커피, 차의 경우에는 이의없이, 그리고 담배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급 모범수와의 접견에서도 이 점이 개선되

기를 가장 소망했다. 한 실무자는 “담배관련 수용자 처우가 교정행정에서 가장 어려

운 문제로 등장한 지 오래”라고 지적한다. 그는 “관련직원이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

에 정든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때로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우

리 교도관들은 종종 보아왔다”20)는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담배를 허용할 경우 화재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지적된다. 담

배는 허용하되 라이터나 성냥의 소지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먼저 흡연실을 

설치하여 제한된 공간 내에서 담배를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비흡

연자의 건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바람직하지만, 우리와 같은 대형수용시설에서 과

18) 한 교정간부는 “98년 등포 교도소부터 전화사용이 실시되었는데, 시행하고 보니 ‘이

렇게 좋은 제도를 왜 진작 안했던가’ 하는 반응이 나왔다”고 하면서, 교정공무원 자신

들의 “현대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9) 김대중 대통령은 70년대 후반 장기 수형생활을 하고 난 뒤, 교도소에서 커피를 불허함

을 가장 큰 고통의 하나 다고 회고한 바 있다.  

20) 하기수,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징벌제도의 운용방안, 교정, 1999년 4월호,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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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흡연기회를 어느 정도 허용할만한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모

범수에게만 허용한다고 해도 일반 재소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어렵다. 또한 교도소 거실의 창문이 적고 폐되어 있는 까닭에 환기가 잘 안 되는 

사정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가지 가능한 안을 제안한다면, 작업장과 식당

의 바깥벽에 점화형 라이터를 부착시켜, 거기서 불을 붙이고 거기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라이터나 성냥 소지가 불필요하게 되므로 화기원

의 통제가 가능하며, 거실 밖에서만 흡연할 수 있으므로 거실내 환기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담배를 처음부터 모든 교도소에 허용할 것이 아니라, 개방시설 

및 완화경비시설에서 우선 실시해 본 다음 그 성과를 보아가며 전체 교도소에 실

시하는 점진적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자유화’는 교도관 입장에서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자유화의 조치가 취해질

수록 재소자의 요구는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까다로와질 수 있다. 무엇보다 

하나의 자유화조치는 교도관의 입장에서는 업무량의 증대를 의미할 수 있다. 예컨

대 지금은 수용자들의 집필권이 보장되고 서신수발의 횟수 제한도 없다. 청송교도

소의 경우 서신수발횟수는 1일 평균 600여통이며, 신문구독은 414부에 달한다(98. 

12. 10 현재). 신문의 경우 재소자에게 배부하기 이전에 일정 부분을 삭제하여 제공

하는 경우가 있다.21) 서신수발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할 의무가 있지만(행형법 제18조 제2항), 그 내용을 검열할 의무가 교도소 측

에 주어진다(동 제18조 제3항). 어느 교도소의 교무과 직원은 최근 검열을 위해 

“읽어야 할 서신이 너무 많아 거의 머리가 돌 지경”이라고 표현하 다. 재소자에게 

전화사용을 허가하면 그것은 또한 직원의 입장에서는 전화감청을 위한 업무가 추가

됨을 의미한다. 미결수에 대한 사복착용을 허가하게 되면, 역시 직원의 업무부담이 

추가적으로 생겨난다. 그런데 이러한 인력지원이 행해지지 않는 현실에서 수용자의 

처우완화와 업무개선은 곧바로 직원들의 업무의 폭증을 초래한다. 

수용자의 귀휴 및 사회견학 등 사회와의 접촉을 활성화하는 조치가 바람직함을 

두루 인정한다. 가석방의 확대실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된다. 가령 귀휴를 확대한 

결과 일부가 미귀소하거나, 가석방으로 출소한 자가 재범한 경우 당장 귀휴나 가석

방을 단행한 교도소 측에 비난이 가해지게 된다. 이렇게 문책인사가 따르거나 인사

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회와의 접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리란 것은 당연하

다. 한편으로 개방처우를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에 따른 책임추궁을 강조한다

21) 신문열람이 제외되는 기사는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

사, 조직폭력 등 수용자와 관련된 범죄기사 등이다. 신문을 교무과 담당근무자가 검토

한 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교무과장→교도관회의 심의→부소장을 거쳐 소장이 판

단한다. 법무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1999, 19-21쪽 참조.



318 韓      寅      燮 서울대학교 法學

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때문에 개방처우에 따른 인사평정제도

는 폐쇄교정하의 인사평정과 다른 특색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유화’를 위한 조치가 하나의 부담으로 인식되는 현실은 타개되어야 한다. 직원

의 증대를 대안으로 내놓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은 자유화의 확대에 따라 질서유

지를 위한 통제기능을 축소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컨대 일반 재소

자의 경우 서신검열의무는 임의적인 것으로 하고, 위험성 있는 문제재소자의 경우

에 한해 필요적으로 하는 업무관행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있으며, 전화의 경우에도 

감청 의무화 조항을 보다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유화 조치의 결과 재소

자와 교도관이 다같이 환 할 수 있도록 운 되어야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이 자유화의 방향은 교정현대화의 기치 하에 추진되고 있지만, 법치화

(legalization)로의 방향은 아직 더딘 편이다. 통상 자유화는 ‘위로부터의’ 노력에 의

해 진행된다면, 법률화 및 민주화는 옆으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부터 추진되기 마련

이다. 종래 아래로부터의 교정의 개선노력은 ‘법률’보다는 ‘운동’ 방식에 주로 의존

하 고, 그로 인해 교정의 공간은 하나의 전투적인 장으로 변모되기도 하 다.

교정 역에서 법치화로 향한 움직임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

다. 먼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을 확정한 부분이다. 신체구속을 당한 

미결수용자가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그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적용하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은 ‘체

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조 4

항)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이때 변호인의 조력은 ‘충분한 조력’

을 의미한다.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

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

화할 수 있는 접견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고 이러한 자유로운 접견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관계공무원의 참여가 없어야 가능할 것이다’고 선언하 다. 또한 

피구속자와 변호인의 접견방식으로서 UN의 원칙을 인용하여 ‘법집행공무원의 가시

거리 내에서 행하여질 수는 있으나 가청거리 내에서 행하여져는 아니 된다’고 하

다. 그리고 미결수용자의 접견에 대하여 수형자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조

항(구 행형법 제62조)는 변호인접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하

다.22) 이 결정의 결과는 행형법의 체계와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즉 1995. 1. 5. 

행형법 개정을 통해 동 제18조 제3항, 제62조, 제66조 등이 개정되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된 것이다. 

22) 헌재결 1992. 1. 28. 91헌마111. 이 결정이 나온 후 전국의 미결구금시설에서 변호인 접

견실의 구조가 바뀌는 변화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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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과의 서신

검열은 헌법 제12조 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원칙

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서신의 비 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교도소 측에서 

서신수발 상대방이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소지금지품 반입

이나 수용규율과 질서의 위반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한

다.23) 그에 반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아닌 자와의 서신에 대한 검열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검열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 

본다.

미결수용자에 대한 서신검열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통신의 비 을 보호하려는 헌

법정신에 따라 그 검열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검열에 의한 서신수발

의 불허는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또 서신내용의 비 은 엄수되어야 할 것인

바, 교도관집무규칙 제78조와 재소자계호근무준칙 제284조 등은 서신검열의 기준 및 

검열자의 비밀준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제도하에서 운용되는 서

신검열로 인하여 미결수용자의 통신의 비 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질서유지 또는 공

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유효 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

소한의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일련의 결정들은 누구의 승소 여부보다 중요한 실질적 의미

를 담고 있다. 먼저 행형 역에 곧바로 헌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종래 교정분야에

서의 특별권력관계론적 함의를 지닌 관행들이나 교정분야에는 사법의 손길이 미치

지 않는다는 사법소극주의적 관념은 전혀 정당화되지 못한다. 둘째, 재소자는 구속 

내지 자유형의 효과로서 ‘사회적 격리’를 당하고 ‘교도소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각

종 자유(권리)의 제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셋째, 그러나 그 제한은 수감관계 

자체의 효과로 폭넓게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에 한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이다. 넷째, 그 제한을 둘

러싼 재량권의 운용의 지침으로써 사전에 제정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즉 무제약적 

재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제한이 법률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

다. 다섯째, 자유제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의 권한남용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행형법정주의 혹은 행형 역에서 적법절차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으로도 연결된다. 첫째, 소내 운 에 있어 재소자 및 사회인의 의견을 반

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 재소자노조의 형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도, 재소자의 

23) 헌재결 1995. 7. 21, 92헌마144.



320 韓      寅      燮 서울대학교 法學

의견을 반 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24) 또한 지역사회의 인사들을 참

여시킴으로써 교도소와 사회의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되며, 제3자의 참석은 교도소 

운 의 투명화와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재소자의 징벌절차의 정립이 필요하다. 특별권력관계적 사고가 잔존해 있는 

상태에서는 규정과 절차를 세 하게 정하는 것은 교도소(장)의 재량을 제약하는 귀

찮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적법절차의 요청이 교정 역에 구체화될수록 

개별적 징벌 결정의 정당성은 더욱 높아진다. 징벌규정을 사전에 세세하게 정하고 

그것을 재소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징벌위원회도 교도

소장 및 교정공무원으로만 채우지 말고, 재소자 그리고 외부인 중에서 일부를 참여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징벌에 불복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소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 될 필요가 있다. 현

재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 공무

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행형법 제6조). 그리고 교정당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또는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 등의 형태로 대응할 수 있다. 그

러나 불복신청수단에 대하여 재소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교정당국은 이러한 수단

을 적극 알려주려 않는다. 또한 청원권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무형의 

압박으로 인해 청원권의 행사를 꺼리게 된다. 그 결과 소내 운 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청원권의 연간 행사횟수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재소자가 적법

한 구제수단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일선 교도소가 늘 편안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적법한 수단이 봉쇄되어 있다고 느끼면 또 다른 분출구에의 추구는 

단식투쟁, 집단소요를 부르거나 자살, 자해기도 등의 항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람직하기로는 교정에 관련된 제반 규정과 준수사항, 징벌사항, 권리구제수단 등

을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어 이를 비치하여 재소자들이 열람케 하는 방안이 강구되

어야 한다. 또한 신입재소자를 위한 입소교육시, 그리고 연 1차례 정도의 교육을 통

해 관계규정을 학습시켜야 한다. 그리고 법률관계 자료(법전, 판례, 책자) 등을 열람

할 수 있도록 소내 도서관에 그런 자료를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99. 2. 9 필자가 방문한 미국에서 가장 문제수를 수용하는 플로렌스의 ADX에서

는 재소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도서를 6천권 비치하고 있었다. 엄격수용시설이라 직

접 도서관에 와서 이용하지는 못하고 도서 청구서를 내면 재소자의 거실로 갖다준다. 

24) 필자가 97. 1. 방문했던 스웨덴의 한 폐쇄교도소에서는 재소자대표와 부소장이 매주 정

례회의를 갖고 재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교도소 측의 방침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있었다. 그 회의내용은 재소자측 서기가 작성하여 재소자대표와 부소장이 각각 서명하

여 비치한다. 이러한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교도소장은 재소

자의 불만과 고충을 사전에 파악하고 소내 운 방침을 알려주게 되므로, 의사소통의 

활성화는 매우 유익하다고 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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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인 것은 법률문헌 및 판례, 법전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법률, 판

례, 교재 등이 있어 자신들의 권리문제를 살펴보고자 할 때 연구조사를 할 수 있다. 

아무리 문제수라 할지라도 재소자의 권리주장을 무시할 수 없으며, 법률적 접근은 충

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는 분명한 셈이다. 실제로 이 곳 ADX에서의 특정

한 처우가 미국헌법상의 ‘잔혹하고 비통상적 징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쟁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정관계 소송은 그리 활발한 편이라 할 수 없다. 물론 소송이 적다고 해서 

한국 교정이 소송제기 필요성이 없을 만큼 법치적이고 만족스럽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송이 증대하고 그 결과 교정의 현실이 법적으로 조명받고 또 수정되어질 

때, 교도소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실질적 계기가 확보될 수 있다. 

교정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위의 ‘자유화’와 ‘법치화’의 현상이 불편하게 다

가올 수 있다. 재소자들이 계속 ‘자유’와 ‘권리’만을 추구할 때 통제의 어려움이 가

중될 뿐더러,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부정적 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를 선택한 이상 이는 피할 수 없는 추세

이다. 재소자가 자기 주장만 한다고 하지만, 자기주장과 자기책임을 조화시켜 훈련

시키는 장이 교도소라 한다면 보다 ‘자율적인 인간’이 모여사는 ‘자율적 사회’로의 

길을 위해 교정기관 종사자들도 자신의 타성을 벗어나려는 자기노력을 해가야 할 

것이다. 

Ⅳ. 교도소와 지역사회 : 배제 대 통합의 딜레마

시민과 교도소의 관계는 이중적이다. 시민들은 범죄자를 가능한 멀리 떼어놓으려 

하고 가능한 격리시키고 엄벌에 처하는 데 찬동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다시 사회에 복귀하게 되므로 교도소에서 사회복귀적 처우를 성공해 내기를 바란

다. 징벌적․응보적 원리와 사회복귀적․인도적 원리가 교정의 이론과 실제에 매순

간 작용하고 때로는 갈등한다. 그 중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교도소를 공간적

으로, 심리적으로 어내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 교도소는 오지로 가야 할 혐오시설

로 여겨진다. 자신들로부터 오지화시키면서, 그 오지화된 시설에서 제대로 교화 못

시킨다고 비난하는 모순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법집행당국도 마찬가지의 모순적 태도를 갖고 있다. 공간적 이동에 따르는 부담

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결수를 수용하는 구치소는 미결수를 주로 취급하는 검찰청 

및 법원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둘 필요가 있다. 어느 도시에나 검찰청 및 법원은 

그 도시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조건이 좋은 데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이들 힘있

는 기관은 자신들이 취급할 사람들이 집결되어 있는 구치소를 가능한 외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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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로 인한 부담은 재소자와 교도관 몫이다. 재소자는 

원거리에 있는 검찰과 법원에 수사․재판받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짧은 

신문과 공판에 임한 다음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교도관은 

출정준비와 계호, 도주방지를 위한 감시업무를 하루종일 수행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힘없는 집단이기에, 이들의 불편은 인권사항이며 공적 낭비임에도 정책결정에서 배

려되지 않는다. 교도소는 지역주민뿐 아니라 법률기관 자체의 ‘혐오적 시각’에 노출

되어 있다. 지역주민과 법률기관 모두의 혐오적 시각을 바꾸는 데서 지역사회에 기

반한 교정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면접한 다수의 교정공무원들은 교도소가 혐오시설이 아니라 “민원시설”이

며 “친근시설”로 간주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 교도소는 가족면회인이 많고, 본인과 

가족의 여러 불편의 호소에 대응해야 한다. 재소자에게 적정한 교도작업을 과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생산시설이나 공장유치가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몇천 명을 수용

하는 시설이라 소내 의무과로 해결 못할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 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가까워야 한다. 교화와 종교활동을 위해서는 인근 지

역에서 교화위원 및 종교위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대량의 식사를 위

한 음식재료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오지에 위치할수록 이런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며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필자가 방문한 지역 가운데 청송, 안동 등 주위에 대도시가 없는 경우에는 생산적 

작업 및 교화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반면에, 주위에 

도시를 두고 있는 대전, 천안의 경우에는 자원확보가 상대적으로 보다 용이하게 보

다. 

물론 교도소의 오지화 경향을 일반시민의 교정에 대한 편견 탓으로만 돌릴 일은 

아니다. 그간의 실교정으로 인해 생겨난 거리감도 큰 작용을 한다. 교도소가 지역

사회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성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로 뛰어드는 교정행정”이 필요하다. 교도소를 “친근시설”로 조성하는 방법은 여러 

차원에서 강구될 수 있다. 먼저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교도소의 육중하고 음산한 외

양부터 친근성있는 모양새로 바뀌어져야 한다. 최근 성동구치소의 외벽을 산뜻한 

벽화로 단장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건축물 형태를 일반건물과 유사하게 하거나 보

다 친근하게 다듬는 것도 추구할 수 있다. 필자는 미국교도소에서 지역관계위원회

(community relations board)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애로점을 공유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교도소의 자원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형태를 확인했는데, 이같이 

교정기관이 지역사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집단을 

다루는 교정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지역사회에 청소년범죄의 경향과 대책을 알

려주고, 학교・종교단체・지역단체 등에 강연활동이나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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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방안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실시해야 한다. 교도소가 지역사회의 필요에 반응

함으로써, 스스로 친근시설로 다가서야 한다는 것이다. 

교도소의 신축과 이전에 결정적 장애물은 지역사회의 어내기 압력이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의 교정시설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곤 한다. 자기 

지역에서 배출한 범죄문제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일종의 님비현상으로 지탄

받을 사안이지만, 그 ‘혐오시설의 이전’에 대한 부담을 지는 체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만일 교정자치제가 실시된다면, A지역의 재소자를 B지역에서 감당해야 할 경

우 재소자수용비를 A지역에서 지출해야 할 지 모른다. 광의의 의미의 치안(경찰, 

범죄, 형벌, 교정 등) 역시 지역관련적 자원(community-related resources)이므로, 

치안이 덜 필요한 지역에 치안관련 부담을 지울 경우 부담을 야기한 지역에서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는 정책구상을 할 수 있다. 그럴 때 범죄문제를 “자신의 지역

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이라는 사고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이 바로 자신의 경제문제, 사회안정문제임을 다같이 심각히 생각하게 될 것이

다. 어쨌든 현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교도소 어내기 압력에 대해서도, 그 인식부족

에 따른 오해의 부분은 교도소 측에서 적극 해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의 

한 교정청장의 사례를 들어보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최근 서산구치소・충주구치소 신축에 대한 주민의 반

발이 거세다. 그에 대해 교정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전교정청장의 설득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구치소는 미결수이므로 바로 이 지역의 

시민들이 거주하게 된다. 가령 충주시민 중 잘못한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수사․재

판을 받고, 가족면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교도소나 구치소가 있으면 

위험하다는 생각도 잘못된 선입관이다. 신창원이 부산교도소 근처에 얼씬이나 하겠는

가. 교도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범죄하지 교도소 근처에서 범죄하지 않는다. 교도소가 

들어서면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부양 효과가 생긴다. 교정직

원들의 봉급의 절반 이상이 지역에 떨어지고, 면회가족의 구매도 증가하며, 농산품 수

요도 고정적으로 확보된다. 길도 넓혀지고 사회간접자본도 확충된다. 외관이 주는 혐

오감을 생각할 지 모르나 그것도 구식 건축물에나 해당되는 것이고, 설계도에서 보듯

이 친 감 있는 시설로 보이도록 배려하고 있다.”25)

 

다시 말해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하며 경제성 있고 친 한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근린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친밀성의 원칙이 

수사학이 아닌 실제적인 것으로 예측되고 실감될 수 있도록 교도소 및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협력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25) 1999. 1. 6. 강신웅 대전교정청장과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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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교도소에 대한 선입견은 현 시점에서의 교도소의 실상이라기보다는 과

거로부터의 체험과 인상의 누적물이라고 생각된다. 90년대 이후 교정여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던 데 비해, 일반인들은 아직도 교도소라기보다는 ‘감옥’에서 ‘옥살이’

한다는 인식이 고착되어 있다. 교도소와 사회와의 거리감과 오해의 높은 벽은 교정

행정의 낙후성 탓도 있겠고, 정치의 문제도 있으며, 사회의 문제도 있다. 그 문제해

결의 첫걸음은 교정의 개방화와 사회화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 최근 “개방교정”이 

강조되면서 교도소는 언론과 시민단체, 학자들에게 조금씩 개방되고 있다.26)

하지만 개방화・사회화의 추세는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일반시민

과 가족들은 자신의 이웃 내지 가족성원들이 어떤 시설에서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

가를 (적어도 간접적으로라도) 정확히 알 권리가 있으며, 그럴 경우 쓸데없는 불안

감이나 잘못된 소문에 현혹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교도소의 문제점 중 절반

은 시설의 낙후성과 예산의 미확보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가령 과 수용, 동절기 

난방문제, 도서비치 등은 모두 시설과 예산의 문제인데, 그 문제는 한국의 객관적 

교정현실의 한 단면이므로 정직한 공개가 개선을 위한 공론을 모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교정의 운 방식, 교도관들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나 교정비리, 인

권침해 등의 문제는 개방화와 공개화를 통해 시정될 수 있다. 

교정의 개방화와 공개화는 또한 사회와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다양화할 것을 요청

한다. 예컨대 “1일교도관제”를 통해 교정의 실제를 체험케 하고 그것을 방 하게 하

는 방법, 교정시설의 일부를 ‘1일 재소자체험’ 등의 방법으로 “체험참관”할 수 있도

록 하는 방법, 교도소내의 예술적 자원을 사회내에 소개하거나 교도소 내에 “열린 

음악회” 등을 유치하는 방법 등 생각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고

안될 수 있다. 문제의 실상은 그냥 감추어둘 게 아니라, 오히려 개방하여 교정에 필

요한 사회적 자원을 유치하려는 능동적 자세가 요망되는 것이다. 

교정분야에서 가족은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27) 형사시설에의 수용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까지 끼치는 부정적 향이 적지 않다. 재소자 가족들은 물질적 타격, 

정서적 내지 정신적 타격을 입고 사회생활상의 곤란을 겪게 된다. 재소자 자신에게

도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은 재소자 교화에도 도움이 된

다. 또한 재소자의 성적 박탈감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기왕의 교정현

실에서 재소자와 가족간의 접촉의 제한은 교정행정에서 ‘가족’의 요소를 경시한 데 

기인한다고 본다. 다음 교정체험자의 진술은 그간의 상황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26) 법무부 교정과의 자료에 의하면, 1998년 3월부터 1999. 1. 15.까지 일선 교정기관을 언

론, 재야단체, 학술단체 등에 공개한 회수는 총 216회 7,876명에 달한다고 한다.  

27) 교정서비스를 가족 단위로 접근할 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는 한인섭, 교정교화분야의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01-10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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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사실 재소자들의 성적 문제는 심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기혼자의 경우에는 

남녀간에 기본적인 상호확인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도소 접견장은 

아크릴 유리로 가로막혀 있고 쇠창살이 겹겹으로 쳐지고 다시 철망까지 가로막은 상

태거든요. 서로 얼굴조차 희미하게 보이고 목소리도 잘 안 들리는 상태로 만나는 겁

니다. 옆에서는 교도관이 대화내용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 살벌한 조건 속에서 

서로의 살뜰한 정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합니다. … 마음놓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가 한쪽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가정이 파탄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교도관 얘기로는 절반 정도는 가정이 깨진다고 해요”.28)

수용기간동안 가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하는 것은 그 가족과 재소자 모

두에게 유해하며, 교정행정에도 유리할 게 없다. 재소자 가족들이 접하는 교정행정

의 인상이 경직되고 관료적이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고충을 제기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29), 이송 기타 신변상 변동이 있을 때는 가족에게 통

지해주고, 입소교도소를 정할 때도 가족의 편의를 배려하고 할 필요가 있다. 가족과

의 접견에 있어서는 간막이 없이 테이블에 앉아 면회할 수 있는 대면식 접견을 원

칙으로 하고, 기존의 비접촉면회(no-touch interview)는 초기수형자, 마약사범, 조

직폭력사범이나 소내 질서위반자 등 대면접촉에 문제있는 재소자들에게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 나아가 배우자접견제도(conjugal visitation)는 소내 

특별면회시설을 준비하여 수형자와 배우자, 그리고 가족원들이 감독없이 면회하고 

때로는 성관계도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막고 부부

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바람직하다고 주장된다. 98년 이후 이러한 가족관계를 의식

한 프로그램들이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앞서 언급한 

개선내용중에서 접견예약제, 수용자가족 종합민원상담소 설치 등이 가족을 위한 배

려라면, 가족합동접견제는 대면접견제의 한 방식으로 도입된 것이며, 99년 5월부터 

시행되는 부부면회제30)는 선진형 무감독접견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같이 사회에 

28) 한인섭, 백태웅・한인섭 대담-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날도 감옥에서 가장 행복한 날보

다 백배는 행복한 날이더라, 신동아, 1998년 12월, 448쪽.    

29) 이와 관련하여 대전지방교정청에서는 산하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의 가족들을 위한 

“수용자가족 종합민원상담소”를 1998. 11.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상담의 

형태로는 서면, 전화,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상담내용은 수용자 처우 전반, 행정서비스

에 대한 고충처리, 시설내 인권침해에 대한 위법부당사례 접수, 직원비리의 신고, 기타 

수용자 가족의 궁금증 해소 등이다.

30) 일차적으로 대전교도소 등 4개 기관에 침실, 부엌 등이 갖추어진 ‘가족만남의 집’을 설

치하여 선발된 재소자에 한하여 가족과 1박 2일간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시설을 만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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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되고, 가족의 유대를 이어가는 교정의 모습은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국가독점 대 민간과의 경쟁의 딜레마

종래 교정행정은 군사 역과 함께 최후의 국가 역으로 여겨져 왔다. 사형(私刑)

은 근대국가와 양립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형집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의 질량이 

광범위하게 되면서, 교정과 교화의 문제는 순전히 국가만의 것으로 다룰 수 없게 

된다. 교정의 상당부분은 민간에 위임하거나 민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교정 서비

스의 제공자로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교정의 정부독점은 그 효과에 못지 않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독점에 대한 일

반적 논의가 그러하듯 독점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치 못하고, 경 (management)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입증하지 않은 채 타성적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관료제적 행태는 오늘날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교정관련 서비스의 제공에서도 

국가가 배타적 제공자의 입장에 서 있지도 않다. 제반 정부 역에 시장논리가 들어

오고, 국가부문은 시장과의 경쟁에서 우위성이 입증될 경우에 한해 정부부문에 할

당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요청을 국가가 마냥 외면할 수 없다. 범죄자에 대한 

강제적 자유박탈과 시설내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교정의 특성상 민 화론을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교정의 국가독점은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민간과의 (잠재적) 경쟁에 우위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도전적 상태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31) 

우리의 경우에 교정민 화는 민 교도소의 주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민 화론은 민간교도소의 설립과 운 을 통해 기독교적-복

음적 사명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하에 계몽과 자금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논의하듯이 교정비용의 절감, 보다 

효과적인 교정프로그램의 제공, 보다 인도적인 행형 등의 논의를 포괄적으로 진행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정부는 이런 민 화론을 일축해오다, 최근 교도소의 과

수용 문제의 해소책의 하나로, 또 비용절감의 견지에서 민 교도소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의 입법적 근거를 성안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32)

31) 민 화론에 대한 필자의 논의로는 한인섭, 앞의 책(1993), 88-100쪽 참조.

32) 법무부 교정국에서는 민 교도소 도입안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여 신중론이 우세했으

나, 이제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 일, 호주, 브라질에 직원을 파견하

여 실태조사를 하 으며, “민 교도소 설치・운 에 관한 법률”도 준비하 다. 1998. 

11. 27. 법무부 주최의 공청회의 주제중의 하나가 민 교도소 도입에 대한 것이었음을 

아울러 주목할 수 있다. 이윤호, 민 교도소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공청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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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정공무원들에게서 민 교도소는 아직 의혹의 대상으로 비쳐지는 것 같

다. “교도소는 최후의 국가 역이다. 그런데 국가의 형벌권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겠는가”, “복지원․기도원 등에서 보여지는 인권침해사례는 민 교도소

에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며, “이윤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민 교

도소는 재소자들의 인성 이전에 노동력 착취에 중점을 두어 교화목적을 등한시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다른 우려는 민 화된 형태로 교정사고 예방 등의 보안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까 하는 의문들이다. “보안을 생명으로 삼는 교정분야에서 민 화를 통해 그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간인 자격으로 과연 말썽 많은 범

죄자집단을 다스릴 능력을 갖고 있을까” 하는 의혹도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심지어 “비교적 다스리기 쉽고 교정가능성 높은 분야부터 민 화한다면, 성과는 민

교도소가 얻고 (상대적) 비난은 국가교도소가 받아 국가교도소에 대한 인식을 왜

곡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현재 민 화는 주로 장점이 언급되는 경향이 있고 

국가교도소는 단점 중심으로 언급되는데 “문제점이 노출된 국가교도소를 아직 검증

되지 않고 장점만 홍보되는 민 교도소와 비교하는 것은 비교기준이 맞지 않는다”

는 지적도 경청할 만하다. 민 교도소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소극적 태도는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교정직 공무원들의 일반적 정서로 보여진다.

교정직원들이 민 화를 반대하면서, 강조하는 또 다른 논거는 교정직이 무엇보다 

“경험”을 요하는 “전문직”이라는 것이다. “교정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는 분야”이

며, 수많은 문제를 같이 다루어야 하는 “종합행정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남달리 “책임감과 사명감”이 중시되는 교정 역인지라 민간인이 맡기에 부적당하다

는 소리도 제기된다. 실제로 재소자 수용관리란 측면에서 교정전문가들이 가진 노-

하우는 이론화되기 어려운 장기적 경험의 전수에 의해 익혀지는 부분이 적지 않다. 

형벌권의 국가독점, 보안의 강조, 경험의 강조는 교정전문가의 입장에서 타당한 

논거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관행에 기인한 자기방어의 인상을 한편에 

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전에 당연히 국가독점의 역으로 인정되던 

분야에도 민 화, 지방화, 자치화, 공사화 등의 요구가 려든다. 국 이냐 민 이냐

의 논쟁에서 비용절감, 시설 및 운 의 유연성과 신속성,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효과, 책임성과 적법성의 제고, 인권침해의 방지 등의 평가요소를 설정할 때, 

민 화가 논의할 여지도 없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은 곤란하다. 국가 및 민간 사이

의 “경쟁과 비교”는 교정분야를 비껴갈 수 없다.

국가기관으로도 관리가 쉽지 않는 장기수형자나 소란을 피우는 문제수들을 민

화 시설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에, 교정민 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

집)에서는 민 화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와 접근방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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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것은 국가의 몫이다. 그러나 모든 수형자들이 언제나 교정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탈출을 꿈꾼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경성범죄자가 있는가 하면 연성범죄

자도 수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성, 마약중독자, 알콜중독자, 

청소년 등은 관리상의 위험성이 덜하거나 특수한 전문치료, 혹은 교육적 처우를 필

요로 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들이 마약, 알콜, 교육의 가장 전문가로 자부할 근거는 

없다.33) 따라서 다양화된 처우에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완화경비시설

(minimum-security prison)나 무경비의 개방교정시설(open prison)에 수용될 정도

의 재소자들에 대하여 민 화의 시도가 행해질 수 있다. 변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

은 관료제에 비해 제각기 특색을 지닌 민 교도소의 실험의 성과는 곧바로 국가교

도소에 반 될 수도 있다. 작업․의료․교육 등의 교정서비스의 경우 제한된 의미

의 민 화의 시도는 현 제도 하에서도 얼마든지 시도될 수 있으며 권장되어야 한

다. 궁극적으로 국가는 서비스의 생산자․제공자로서의 위치로부터 서비스의 중개

자・조정자로서 그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34)

보안의 역은 그 방면으로 훈련된 전문가인 교정공무원과 경쟁될 수 없다. 그러

나 인적 보안 위주의 보안체계에서 시설․장비보안으로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면, 민간경비전문가의 활동이 그리 뒤떨어지지도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보안분야도 

단지 “경험”을 내세운 도제식 방법으로 운용되어져서는 안되며, 경험의 내용을 이론

적으로 다듬고, 타인의 경험과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민 교도소의 존재는 교도소와 사회와의 거리감을 해소하는 데도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과 수용의 해소방안의 하나로 민 화를 거론하는 것은 

현실적 난관을 인정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지지되기는 어렵다. 민 화의 주장은 앞으

로 교정정책의 기본방향의 설정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33) 필자가 방문한 시설에서 마약사범의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은 중요한 현안으로 느껴졌

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은 (치료감호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눈에 띄

지 않았다. 다만 안동교도소의 경우 “마약사범 특별크리닉”이란 제하의 치료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었다. 심리치료, 진로지도, 가족과 연계한 근절대책 강구 등이 준비되어 

있었는 데, 이는 오직 심리상담을 전공한 소장의 의욕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러한 프

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인 전문치료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전 교도소에 확산시킬 필요

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및 병원의 심리학자들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34) 기왕의 교정이론 및 실무에서 교정공무원이 직접 교화를 담당하는 전문 케이스워커

(caseworker)로 변화되기를 소망했다면, 지금은 서비스의 중개자(brokerage)로서 자리

매김할 것이 더욱 요구된다. 즉 재소자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전문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알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 방식이다. 이때 공무원은 변화의 

추진체라기보다는 자원의 관리자(resource manager)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Walker, D. (1989), “Privatization in Corrections”, P. Kratcoski (ed.), Correctional 

Counseling and Treatment, 2nd ed., Illinois: Waveland Press, 40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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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는 민 교도소의 경험이 없기에, 민 화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주로 언

급되어진다. 필자는 우리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리하고, 미국의 한 민 교도

소를 방문하 다.

1999. 2. 12. 오전에 아리조나 주 피닉스에 소재한 민 교도소를 방문하 다. 정식 

명칭은 Arizona State Prison-Pheonix West이며, 교도소회사인 Correctional 

Services Corporation이 운 하는 여러 교도소중의 하나이다. 이 교도소는 DUI

(driving under influence), 즉 알콜 및 약물의 향하에 운전하는 자들을 수용하여 교

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400여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경비등급은 輕경비수준이다. 

소장은 이전에 교정직에 오래 근무하다 은퇴했다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설교도소장을 

맡았다. 교도소 건물은 창고를 개조하여 만들었으며, 전체 공간이 넓지 않으나 인력절

감을 위한 건물 설계는 그런대로 무난한 편이다.

중경비 교도소도 민 화할 수 있다고 보는가의 질문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하 다. 중경비시설에 수용되는 자는 소내 질서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아서 다루기 어려운 수용자인데, 그 경우는 교정직에 오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혹시 그럴 경우 쉬운 부분은 민간인이, 어려운 부분은 주

/국가가 맡아 민간인이 생색내는 결과를 빚어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분에 의해 대체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좋은 장비와 좋

은 경험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정부 등 국가에서 맡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

고 답하 다. 중경비등급 수용자의 경우 공공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탈주 우려 있

으므로 사인에게 맡기기에는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는 면이 있을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민 교도소는 최소한의 경비를 요하는 등급의 것이다. 다루기 어렵

지 않으면서 여성적 감각이 필요한 여성교도소, 정신장애 문제를 안고 있는 교도소, 

그리고 마약 및 알콜관련 교도소 등이 민 화의 일차 대상이 될 것이다. 사회에 큰 

위험 안겨주지 않으며, 소규모의 숫자로 관리가능한 대상이다. 실제로 민 화된 여성

교도소로 오클라호마 주에서 350명 수용하고 있으며, 청소년교도소, DUI 교도소 등이 

지금 민 화 상태로 시행되고 있다.

민 교도소에서는 어떻게 직원들을 훈련시켜 교정전문인력을 만들어내는가. 교도관

연수학교(Correctional Officer Training Academy)에서 받는 정규교육 중 40시간동안 

이들 직원에게도 받게 한다고 한다.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이수한 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이 교도관학교에 보내 위탁교육받게 하며, 수준은 아마 정규 공무원보다는 

약간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직원의 보수수준도 공무원보다 약간 낮으며, 직원들의 

이직율은 높은 편이나 직원확보에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한다. 

교정분야에서 민 화의 효과에 대해 토의했다. 민 화는 확실히 비용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고, 과 수용의 문제에 대한 한 출구를 연 것은 인정된다. 민 화는 또한 교

정분야에서 관료제적 업무수행에 따른 red-tape를 제거할 수 있으며, 기업적 운 은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 필요물건의 구매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가능

해진다. 직원의 수준은 정부교도소 직원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없으나, 경 능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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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교정에 드는 비용으로는 정부교도소의 경우 하루 비용을 46불로 잡는 데 반해, 민

 교도소는 37불을 책정한다고 한다. 같은 메뉴, 같은 식사인 경우에도 그렇게 저렴

한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직원수가 적어 인건비 절감을 기할 수 있

으며, 공무원의 경우 받은 예산을 모두 써야 다음해 예산삭감을 받지 않음에 따른 불

필요한 지출이 있는데 반해, 경 기법을 도입함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운 을 보면 주정부로부터 재소자를 넘겨받으면서 1인당 37불의 비용을 받아 

운 한다. 구매계약의 효율성, 인건비 등을 절감하면 거기서 조금의 이익이 남는다고 

한다. 일반기업과 달리 전적으로 이윤동기로 움직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종의 민간

업체(private corporation)이니만큼 어느 정도의 이익을 기대하며 운 된다. 

교정공무원으로부터 반발이 없는가. 실제로 교정공무원조합(Correctional Officer's 

Union)이란 조직이 있어 민 교도소가 확대되면 자신들의 직업적 안전감을 위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반발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퇴직후 민 교도소

로 전직할 수도 있기에 공무원 입장에서 득실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정의 민 화가 현재의 교정문제에 대한 만능의 해결책은 물론 아니며, 얼마나 

적합성이 있는지 따져볼 부분이 적지 않다. 다만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새로운 교

정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정이 국가독점의 역은 아니며, 민간과의 적극적인 지

원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는 사고의 자각 속에서 여러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

는 열린 자세가 요망된다고 본다. 

Ⅵ. 맺 음 말

한국 교정의 현실을 참관조사하면서 얻은 결론중의 하나는 矯正現實論과 矯正理

想論이 평행선 속의 대립으로 시종하는 상황이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론

자들은 이상론이 선입관에 치우쳐 현상을 왜곡시킨다고 비판하고, 이상론자들은 현

실론이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물려받은 채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인권사각지대

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양자간의 대화의 단절, 정보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일차적으로 폐쇄교정에서 개방교정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요구되며, 

거기에 상응하여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하려는 과학적인 이론을 구

축하려는 외부의 열의가 요청된다. 시민의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奧地矯正을 

시민의 마음 한 가운데로 끌어들이려는 親近矯正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외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현실론과 이상론의 대립은 교정내부인사와 외부인사 만의 대립에 그치지 않는다. 

교정내부 인사들 사이에도 같은 대립상이 있으며, 한 교정직원 속에서도 그러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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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하나의 딜레마로 자리잡고 있음을 본다. 그것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 법적 

요청에 대한 교정직원들의 반응의 형태이기도 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정체제 

자체에 이미 갈등하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에는 보안・질서・
폐쇄・국가중심의 요청이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교화・인권・개방・민간과의 협력

의 요청이 보완적이면서도 구체적 정책판단에서는 상충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상충하는 가치 사이의 선택은 일차적으로 교정실무가의 몫이다. 그러나 그 실

무가는 두 가치 사이의 사회적 선택에 있어 하나의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결코 진공중에서 “자유로운 결정자”로서 역할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교정을 지향한

다면 그것은 교도관과 그가 속한 국가의 정책, 재소자가 교도소로부터 어떤 대우를 

기대할 것인가 하는 역할기대, 그리고 죄짓고 갇힌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의 3자가 모두 “선진화”되어질 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

다. 또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상의 근본가치로 선언할 때, 그 

존엄과 가치에 합당한 대우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전체의 합의의 수준만큼 교정의 

수준도 결정될 것이다. 때문에 교정분야에서의 계몽의 노력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전

체의 계몽의 문제로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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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lemma of Correction in Korea : Present to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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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ons are insulated from outside world by the wall and cell. Closed correction system 

up to present has been preferred by the state for concealing the dark side of authoritarian 

prison regime. Community members are negative to the conception of prison in their 

neighborhood. Much misunderstanding has been accumulated due to the scanty opportunity 

of contact and dialogue between inside and outside the wall. This study is a finding of 

the dilemma of corrections by the visiting research of Korean prisons. Such dilemma may 

be reflect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practices of the prison staffs who have to 

respond to the conflicting, changing social pressure. I define the typology of such dilemma 

in corrections as follows; namely, security vs. rehabilitation, discipline vs. human rights, 

exclusion vs. integration, and state monopoly vs. privatization. And I would like to discuss 

the desirable alternatives to the existing problems.

Korean correctional institutions are facing very hard times due to economic crisis of 

1998. Prison overcrowding, large-scale accommodation, and scanty manpower may be 

recorded as three difficult problems. Under such conditions, rehabilitation-oriented policy 

cannot help yielding to the bureaucratic security-centred management. Security tends to 

depend upon the technical devices a lot, while rehabilitation needs face-to-face contact 

between the contact person and the inmates. This point suggests the policy orientation 

that better technical investments are needed for better security, and better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are needed for better rehabilitation.

Prison is often called the dead ang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uman rights. 

Democratization process since 1987 has driven to less regulation, and more liberalization in 

the correctional field, also. Writing letters, reading newspapers, watching TV, and 

telephoning are now possible under control Modernization of Correction is an on-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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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al project. The speed of legalization is, however, slower than liberalization in 

correctional field.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at Rule of constitutional law should be 

applied to the correctional field, and the lawsuit concerning the treatment of prisoners is 

open. But, the attitude of prison staffs seems to be reluctant to widen the rights of 

prisons. Pressure from beside or below for legalization should be added to the on-going 

liberalization project from ab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son and the community may be contradictory. 

Community pushes out prison to the province distant from the city area, and rebukes its 

incompetence to rehabilitation of prisoner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prison has to seek 

the resources for correctional services from the community. I believe the primary task of 

prison authority in Korea may strengthen the intimacy with the community. Such feeling 

of intimacy may help prison authority get the resources needed for correctional services. 

Among the symbolic programs for intimacy, it may be recommendable to adopt the 

conjugal visitation, and various visiting programs. Openness, Safety, Productivity, and 

Intimacy may function as the good guiding principle. 

Criminal justice and correction have been regarded as the (last) state jurisdiction. 

However, the myth of state correction is challenged by the growing private correction in 

some nations. It is interesting that the attitude of prison authority toward privatization is 

shifting from negative to more permissive. Such a shift reflects the expectation of 

privatization as a solution to growing prison overcrowding. I argue privatization should be 

regarded as a kind of catalyst for the change in the attitude of prison officials who are 

more bureaucratic, more expensive, less enthusiastic to the community relations. 

How to overcome the present dilemma of correction may be primarily dependent upon 

the activities of prison authority and staffs. But, they are not working in a vacuum. 

Corrections of the future will be the result of people's thinking as to what kind of 

treatment the criminals deser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