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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교정학회 회장 박상열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윤경식 교정
본부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에 지성의 요람, 이곳 서울대학교
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자주적 교정을 펼친 지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한국교정 70년의 회고와 전망

❙3

민족의 환희와 아픔을 함께한 한국교정은 숱한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고,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어렵고도
힘든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50년 행형법 제정 이후, 2007년 행형법을 형집행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형집행법 체계를 완성함과 동시에 수용자 처우 관련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또한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수용환경 개선을 비롯하여 첨단
기술을 활용한 원격화상접견⋅원격화상진료 실시, 분류센터⋅교정
심리치료센터⋅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변화된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훈련 실시와
출소예정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장기 수형자를 위한 중간
처우제도 실시 등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 위한 선진적
교정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일 언론을 뒤덮는 흉포해져가는 범죄와 출소자들의
재범 소식은 그간의 눈부신 교정행정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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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교정 70년, 그간의 발자취와
그 의미를 조명하고, 앞으로 우리교정이 세계 속의 선진교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한국교정의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이용식 교수님, 발제와 토론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이언담 과장님과 김은영 교수님, 윤옥경 교수님,
최준혁 교수님, 이인철 목사님, 허경미 교수님, 김학성 단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23.
한국교정학회장

박 상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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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존경하는 박상열 회장님,
그리고 학국교정학회 회원 및 교정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이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10월에,
‘한국교정 7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49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학술대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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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교정학회 회원 및 교정 가족 여러분!

올 해는 1945년 광복 이후, 우리나라가 자주적 교정행정을 시작
한지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법무부 형정국으로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정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으로서 사회안전망
확보에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정부수립 후 3,938명의 직원과 19개 교정
기관으로 출발했던 우리 교정 조직은 현재 1만 6,000명의 직원과
56개 교정기관을 두고 있는 큰 조직이 되었고,

수용환경 측면에선 수용거실 내 수세식 화장실과 싱크대⋅선풍기
⋅TV가 설치되고, 수용거실 바닥이 온돌난방으로 교체되는 등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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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에도 감시대를 대신한 전자경비시스템 도입, 가족접견실
설치, 원격화상진료와 스마트접견의 시행 등 교정 현장에서는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교정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것
입니다.

기존의 ‘가두는 교정’에서 벗어나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
유도와 실질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안전
을 확보하려는 ‘사람을 바꾸는 교정’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집중인성교육, 수형자 맞춤형 개별처우, 교정심리치
료센터와 분류센터, 사회 내 중간처우 시설 운영 등 사람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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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교정학회 회원 및 교정가족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정은 끊임없는 변화와 각고의 노력을 통해 수형자
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출소자 재복역률은 여전히 한국 교정이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교정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기대는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교정행정의 변천과정을 재조명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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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친애하는 한국교정학회 회원 및 교정 가족 여러분!

교정본부는 ‘믿음의 법치, 믿음의 교정’이라는 기치 아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국교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
하며, 나아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학문과 행정이 동반
발전하는 뜻 깊은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학술대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23.
법무부 교정본부장 윤 경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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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사회 : 이 용 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 간

진 행 과 정

13:30~14:00

◇ 참가자 등록 및 접수

14:00~14:30

◇ 개회사 – 박상열 (한국교정학회 회장)
◇ 축 사 –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

14:30~15:40

◇ 제1주제 : 한국교정 70년의 회고
- 발제

이언담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장)

- 토론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철 (한국교정복지회 연구원장)

15:40~15:50

휴 식

15:50~17:00

◇ 제2주제 : 한국교정의 전망
- 발제

김은영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윤옥경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 토론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

17:00~17: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30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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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주제

한국교정 70년의 회고

▷ 발제 : 이
▷ 토론 : 최

언 담

준 혁
이 인 철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교정복지회 연구원장)

한국교정 70년의 회고
- 수용자 기본권 확장을 중심으로 -

이 언 담*

제1장 서 론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3 장 광복이후 교정의 시대구분
제 4 장 법령과 판례변천을 통해 본 수용자 기본권의 확장
제 5 장 결론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교정은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근대 교정의 태동기를 맞
은 이후 36년의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시대의 영
욕을 함께 해왔다. 1950년 행형법 제정이후 10여 차례에 걸친 법률 개정

* 법무부교정본부의료과장, 교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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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우리사회의 경제⋅사회의 발달, 특히 인권의식의 발달과정에 따른
기본권 확장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발자취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행형법1)의 주요기능 중에 하나인 ‘수용자를 위한 마그나 카르
타(Magna Charta)’로서의 법치교정의 확립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방 후 70년 교정역사의 회고를 통해 주요사건사
고의 의미를 살펴 시대를 구분하고, 특히 형집행법의 변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변화과정을 조명하면서 교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이 어떻
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한 고찰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향후 실질적 법치
교정, 나아가 ‘교정처우의 사회 유사화의 원리2)’의 실현을 위해 사회와의
격리로 인한 교정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과 필요성이라 하겠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먼저 수형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

1) 본 연구에서는 기술시점에 따라 법명의 변천을 반영하여 행형법 또는 형집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법명을 사용하였다. 행형법은 1950년 제정이후
교정시설 수용자(재소자) 처우를 위한 일반법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2007.12.21. 행형법
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법명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 법의 약칭으로 교정시설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집행법’을 사용하고, 헌법
재판소나 대법원에서는 ‘수용자 처우법’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2) 자유박탈형이 갖는 정신적고갈, 사회적 낙인 등 각종 문제는 범죄문제 해결의 궁극적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견해에 따라 교도소는 사회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와 이러한 자유박탈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로서의 지역사회교
정을 포함한 중간처벌과 같은 사회형처우의 확대를 주장하는 일련의 자유형 순화 또는
우회전략을 의미한다(이백철, 이윤호 등).

18❙ 韓國矯正學會

고, 인권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주요 국가의 형집행법 관련 법령체계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 교정의 시대구분을 통해 주요 사건사고 및 제도변화
의 고찰을 통해 시대정신의 의미를 확인하고, 대부분 1990년대 이후의 결
과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교정관련 판례 중 수용자 기본
권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례를 집중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미결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무죄추정 원칙의 확립과정, 수용자 외부교통권의 보장, 징
벌제도의 개선 등 형집행법령의 주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교정에 있어서
수용자 기본권 확장과정과 그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제 3 절 최근 형집행법에 관한 선행 연구

교정분야에 대한 연구영역은 대부분 사회학과 심리학적 관점에서 발달
해 왔다. 법학적 관점의 최근 국내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정진수
(2002)의「수형자의 법적권리에 관한 연구」3), 조병인(2004)의「수용자 외
부교통권 확대방안 강구」4) 연성진(2008)의「수용자의 보건⋅의료 실태
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5), 최종술(2003)의 「행형의 목적과 수용자 인

3) 수용자 인권침해 요인을 시설 등 환경적 요인과 행형법의 보호적 기능의 미흡에서 찾
고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수형자 권
리를 보장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외부교통권을 들면서 이의 확대방안을 모
색하였다.
5) 수용자의 보건과 의료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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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6), 박상열(2007)의 「행형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7), 법
무부 인권국(2009)의 「교정과 인권」8), 박영규(2009)의「형의 집행 및 수
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의 수형자의 권리」9) 등이 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법의 지배」이론과 교정에서의 적용

1. 법의 지배원리
법의 지배의 원리는 자의적 전제권력이 아닌 정규의 법의 절대적 우
위, 모든 사람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보통법(common law)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법 앞의 평등,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인권에 관한 헌
법상의 일반원칙의 존중을 내용으로 한다. 영미법계의 법의 지배는 대륙
법계의 법치주의와는 그 토대와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양자는 궁극
적으로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법적 통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이념

6) ‘인권을 인간이 가지는 천부적인 권리로 정의하고 구금 등 범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인권침해의 여지는 항상 존재하며 범죄자도 인간이기에 범죄자의 인권 또한 중시되어
야 한다’고 전제하고 인권과 관련된 쟁점 사항을 물리적 강제력 사용 등 5가지로 구분
하여 행형법규와 국제적 기준 등을 비교하고 있다.
7) 수용자의 권리도 전향적으로 확대발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8) 인권의 역사와 우리나라 교정에 있어서의 주요한 인권규정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였다.
9) 현행 법률이 과거 관리적 측면에서 처우적 측면을 강조한 진일보한 체계를 가지고 있
으며 향후 아직도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20❙ 韓國矯正學會

을 같이 하는 것이다. 법의 지배의 엄격한 전통은 공공복리를 위한 행정
수요의 확대에 따라 수정·변모되었지만, 그 가치는 여전히 소중하게 평
가되고 있다.

2. 법의 지배원리의 교정에서의 적용
법의 지배원리는 수용자의 법적지위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것은 그동안 형벌제도에서의 법적보장은 형벌의 집행
단계까지는 미치지 않고 피수용자가 교정시설의 문을 들어온 곳까지였던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논란은 형의 집행단계의
내용까지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자리 잡기
까지 계속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
영역은 어디까지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
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10)

10) 헌법재판소에서 형의 집행유예기간인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하고,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최근 국회
는 집행유예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수형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
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
리의 행사를 통한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이들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다.(2015.8.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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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수용자의 법적지위 확립 과정

1. 응보형주의 시대
발생된 범죄에 대한 보복을 형벌로 이해하는 응보형주의 시대에서 수
형자는 권리의 주체성을 부정당한 채 국가의 노예로 간주되었다.11) 즉,
수형자는 ‘법적으로 죽은 자’이며 일체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동물과도 같
은 존재로 인식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목적형⋅교육형시대
형벌의 목적을 형벌 그 자체에 두지 않고 범죄인을 개선시키는데 그
가치를 둔 목적형주의 시대와 이를 순화시켜 형벌을 교육이라고 보는 교
육형시대에서 부분적으로 수형자의 법적지위의 보호라는 명제가 대두되
기 시작하였다. 수형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1840년 마코노키(Machonokie)
의 점수제를 통한 누진제도, 1854년 크로프튼(Crofton)의 가석방 전 중간
감옥제도 등 수형자에 대한 특별예방적 처우가 시도되면서 그 지위를 어
느 정도 보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12). 그러나 이 시대에도
수형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했으며 그 처우
도 국가의 은혜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11) 이백철(2010), “미국교정에 있어서 수용자인권문제의 변화양상에 대한 고찰”, 교정연구
제46호, 한국교정학회
12) 허주욱(2002), 교정학, p.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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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권력관계이론
특별권력관계란 일정한 행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방이 상대
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
를 말한다.13) 따라서 수용자의 교정시설수용관계는 교정시설의 장이 영조
물 권력에 기하여 수용자를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수용자가 이것에 포괄
적으로 복종하는 공권력 관계로 보는 것이 그것이다.14) 특별권력관계 내
에서는 기본권의 법률유보원칙의 배제, 사법심사의 제외,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발하는 명령의 법적효력 부정, 행형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행형
당국의 전권적 재량권의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

4. 특별권력관계이론 부정(일반권력관계이론)
수형자의 지위를 특별권력관계로 정의하는 이론이 지배적이었던 20세
기 초, 최초로 수형자의 법적지위와 권리보장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독일
의 프로이덴탈(B. Freudenthal)이다. 그는 “법률과 판결은 행형에 있어서도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면서 국민의 일원임이 분명한 수형자의 자유와 권
리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당대에는 특별권력
관계이론에 가려져 당장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2차 대전 이후 특별
권력관계이론이 붕괴되는 이론적 논거가 되었다.

13) 김남진(1997), 앞의 책, p.120
14) 강영철(2004), “수형자의 기본권제한과 교정질서확립”, 교정연구 제25호, 한국교정학회,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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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와서 특별권력관계론은 법치주의 의식의 확산으로 이제는 행정
법학계에서 거의 지지자를 찾을 수 없는 학설이 되었지만, 이에 이르기까
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법원은 1940년대부터 수형자의 권리를 인정하
는 판결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Hull 사건이 그 효시가 되었다.15) 그로부터
3년 뒤 Coffin v. Reichard(1944) 사건에서 제6항소법원은 인신보호 청구는
단순히 불법구속이라는 이유에 국한하지 않고, 나아가 수형생활 조건에
관련하여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으며 수형자는 유죄판결의 확정으로 민
사상 권리를 모두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964년
Cooper v. Pate 사건에서 수형자는 교정공무원이 그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구 서독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1972.3.14.)는 ‘기본권
은 법률에 따라 법률에 기초한 것만 제한할 수 있고, 기본권의 제한은 기
본권의 가치질서에 따라 보호되는 공동사회에 관련된 목적달성에 불가결
한 경우에만 고려된다’고 판시하여 피수용자의 권리와 자유의 제한의 내
용 및 한계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요구함으로써, 1976년 새로운 독
일 행형법의 제정을 보게 된 토대가 되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1982년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위법⋅부당한 특
별권력의 발동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위법⋅부당한 처분
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16)고 하여 수용자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포괄적 지배⋅복종관계를 부정하였고, 헌법재판소 또한 ‘행정청(교정시설)
의 위법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15) 1941년 서신검열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수형자 Hull이 법원에 심문을 해달라고 하
는 인신보호청구(Writ of Habeas Corpus)를 한 사건이었다. Hull의 청구를 받은 미국연
방대법원은 누구도 수형자의 인신보호청구서신을 삭제하거나 고치지 못한다고 하면
서 서신검열을 금지하였다.
16) 대법원 1982.7.27, 80누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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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그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견해를 취함으로써 현재 교정에
있어서도 특별권력관계론은 부정되고 있다.17)

제 3 절 주요국가의 형집행법 비교
1. 미국
미국의 형집행법 형식은 「범죄와 형사절차」제3편에 ‘교도소와 수용
자’ 섹션을 두고 교도소의 통제와 권리, 교정조직에 관한 사항, 이송과 국
제이송, 교도작업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자 관리, 여성수용자 시설, 미연
방교정연구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4편 ‘소년범죄인의 교정’에서는
소년범죄에 대한 정의와 소년에 대한 재판원칙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
고 있다.18)

2. 영국
1952년 총 55개조의 형집행법을 제정하여, 교정시설에 대한 감독, 교도
관의 권한, 수용자의 구금 및 처우, 형집행정지 등, 교도소의 설치, 보수관
리 및 폐쇄, 도주 등의 원조나 주류 또는 답배의 반입에 따른 형사벌칙,
구치소, 단기수용소 및 소년수용시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7) 헌법재판소 1993.12.23., 92헌마247
18) 법무부 교정본부(2013), 외국 교정관계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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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형집행법 제47조에 근거하여 형집행규칙(총85개조)을 제정하고 수
용자에 대한 일반적 처우규정을 정하고 있다.19)

3. 일 본
1908년부터 교도소의 관리와 수형자 처우의 법적근거가 되어 온「감옥
법」을「형사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2005. 5. 18)로 전
부 개정하여 2006. 5. 24.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다시 미결구금자에 대한
대용감옥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등을 담은 토론 끝에 「형사시설 및 피
수용자처우에 관한법률」(2006. 6. 2)로 개정, 약 100년 만에 수형자와 미
결수용자 처우를 담은 법 정비를 마무리하여 시행중에 있다.20) 법률의
내용 뿐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우리 형집행법과 가장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다.

4. 독일
1976년「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행형의 법률주의를 발전시켜 왔으며, 2009년 각
연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연방통일행정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
다. 법률은 총 202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자유형의 집행, 자유
박탈적 교정과 보안처분의 특칙, 교정행정 구조, 교정시설 등에서 자유박

19) 법무부 교정본부(2013), 앞의 책, p.113
20) 금용명(2009), “일본 감옥법개정의 연혁과「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및 그 과제”,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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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이 동반되는 처분의 집행, 정보보호,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종결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21)

5. 비교법적 함의
세계 주요국가의 형집행법과 우리나라 형집행법률 체계를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의 국가가 자유박탈형을 중심으로 한 독립법체계를 가지고 수
용자 관리 및 수용자 처우 중심의 법률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
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법률은 2007년 전면개정을 하면서 67
개조에 머물렀던 조항을 133개로 늘리면서 그동안 시행령과 규칙에 반영
되어 있던 수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법률로 승격하여 단
일형벌 집행규정으로는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아 수용자 처우에 있어 국
제적 기준을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 1>은 주요국가의 형집행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표 1> 주요국가의 형집행법령 체계와 내용
구분

UN

피구금자
법률 처우에
명칭 관한
최저기준규
칙

하위
법령

미국22)
범죄와
형사절차
(제3편,
제4편)

영국

일본

독일

자유형 및
형 집 행 법 형사수용시설 자유박탈이
및 피수용자 동반되는 교정
(1952)
및 보안처분의
처우 등에
집행에 관한
관한 법률
법률
형집행규칙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한국
형의 집행
및
수용자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연방통일행정 시행령 및
규칙
시행규칙

21) 법무부 교정본부(2013), 앞의 책,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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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UN

미국22)

1955 채택
1957 승인
연혁
1977 95조
추가

법률
체계

총95조
서칙
제1부 통칙
제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A. 수형자

B. 정신장애
및
주요 정신이상
내용 수형자
C. 미결
수용자
D. 민사상의
피구금자
E. 혐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

총 78조
제3편
교도소와
수용자
-총칙
-교정국
-구금과
이송
-외국이송
-고용
-정신병
-석방과
석방지출
-여성
수용자
시설
-교정
연구소

영국

일본

독일

한국

1952

제정 1908
개정
2007.6.15

제정 1976.3.16
개정 2009.7.29

제정 1950
개정
2007.12.28

총 55조

총801조

총 202조

총 133조

중앙행정

제1편 총칙

순시위원회 제2편
및
피수용자
방문위원회
등의 관리
교도관

1.처우원칙

수용자의
구금 및
처우

2.형사시설
처우
3.유치시설
처우

제1장
적용범위
제2장
자유형의
집행
제3장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특칙

제1편 총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3편
수용의
종료
제4편
교정자문
위원회 등

형기 및
4.해상보안유
허가장에
치시설 처우
제5편 벌칙
의한 석방
제4장
및 일시출소
교정당국
제3편 보칙
출소수용자
1.대체수용
제5장
교도소의
형소법 적용 교정시설에
설치,
서 그 밖의
2.노역장 및
보수관리 및 감치장
자유박탈이
폐쇄
동반되는
3.사법
제4편
처분의 집행,
범죄
경찰직원
수년범죄
정보보호,
인의 교정
4. 조약의 효력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종결규정

22)「미연방법률주석」(UNITED STATES CODE ANNOTATED)중「제18권 범죄 및 형사소
송절차」의 일부분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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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광복이후 교정의 시대구분23)
제 1 절 혼란과 전란에 맞선 애국교정(1945-1961)
1894년 구한말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근대적 행형의 문을 열어 각종 현
대적 제도를 법규로 제정하는 등 시도가 있었으나 1910년 일본의 강압
에 의한 합병으로 교정행정의 독자적 기틀을 마련할 기회를 놓친 이후
36년간 교정은 일제통치를 정당화하는 깊고 어두운 수렁 속에 조국의
해방을 위해 몸을 바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희생되는 민족 수난의 장
소가 되었다24).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그 다음 날인 8.16. 전국 형무소에서 사
상경제범 석방이 이루어졌고, 같은 해 9.28일 미군정청 법무국이 설치되
고 10.28일 일제로부터 형무소 12, 지소7, 형무관 연습소가 1개소를 접수
하여 교정업무를 시작하였다25).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
지 미 군정기의 우리나라 행형제도는 일제시대 감옥법을 그대로 의용하
고 행형기구에 있어서도 총독부시대의 조직과 일제하의 한국인 관리를
대부분 유지하였기 때문에 행형제도상의 획기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
웠다. 다만, 일제말기 독립운동가인 소위 사상범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
졌던 예방구금소인 보호교도소를 폐지하고 형무소의 불법구금을 금지하

23) 교정에 대한 시대구분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다. 다만, 허주욱(2002)은 앞의 책 p.183에
서 대한민국 교정을 1. 행형법의 제정(1950), 2. 6.25동란으로 이한 영향, 3. 교화이념의
실천기반 구축(1961.12.23.), 4. 교화이념 구현의 내실화(1980년 후반) 등으로 나누고 의
미를 부여하고 있다.
24) 법무부 교정본부(2010), 대한민국 교정사, p.286-296
25)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을 ‘교정의 날’로 지정 매년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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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령과 피의자의 장기간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석방청원제도가 시행
되었으며 일시적이나마 수형자 선시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다26). 1950년
3월 2일 행형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내용과 형식의 큰 틀은 일본 감옥법
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광복과 함께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나눠지면서 1946년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좌익계열 수형자에 의한 분열책동 등이 난무한 가운데
사회질서의 최후보루로써 교정의 역할은 힘겨운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
중에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인명을 사
수하고자한 노력은 오늘날 애국교정의 역사로 기억되고 있다27). 특히 전
쟁발발일인 1950년 6월 25일 개성소년형무소의 저항은 그 처절함과 장렬
함은 남다른 것이었는데, 38°선으로부터 불과 1Km 거리에 위치하고
1,500명의 소년수형자를 수용 중이던 개성소년형무소는 적의 최초 정부기
관 접수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우학종 소장은 당일 근무자 80명의
자체 방호력으로 적의 공세를 완강히 버티며 항전하다 개성시내가 온통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10여 시간 만에 투항하게
되었다. 소장은 “이 형무소를 지키기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우리는 사력을
다해 싸웠다. 그러나 중과부족으로 저항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
다. 나중 그 책임추궁이 있거든 모든 것은 이 소장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
라고 말하라”라는 비장한 유언을 남기고 소총으로 자신의 목을 쏘아 자
결함으로써 장렬한 항전은 막을 내렸다. 당시 북한군은 이미 포천을 넘어

26) 법무부 교정본부(2010), 대한민국 교정사, p.320
27) 1949.9.14. 목포형무소 집단탈주사건, 1949.10.1. 안동형무소 무장공비 습격사건,
1949.10.27. 진주형무소 무장공비습격사건, 1949.6. 서울형무소 세포회 사건, 1950.4. 김
천소년형무소 불순조직의혹사건, 1950.8. 마산형무소 좌익조직 의혹사건, 1951.2.4. 광
주형무소 무장공비 습격사건, 1950.7. 청주형무소 무장공비 습격사건, 1954.9.2. 영등포
형무소 송산작업장 집단도주사고 등(대한민국 교정사, 48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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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교에 다다른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대단한 항전이었음
을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전란 중 형무소와 형무관은 수많은 피해의 중
심에 서 있었다. 대전교도소의 경우 전세의 악화에 따라 1950년 7월 14
일, 15일에 걸쳐 재소자를 대구로 이송하고 직원들은 대구, 부산 등지로
남하했으나 일부 직원들이 북한 치하에 낙오되어 희생되었는데, 밝혀진
숫자만 16명이고, 북한군이 대전을 점령한 후 8월까지 2,000여명의 반공
인사를 대전형무소에 투옥시켰다가 9월초부터 대학살을 시작했는데, 학살
방법이 매우 끔찍하여 쇠망치로 머리를 쳐서 죽이고, 구내 온상의 밭고랑
에 사람을 일렬로 세워놓고 총살하는 등 대전이 수복되어 같은 해 10월
3일 대전형무소에 직원들이 복귀했을 때 시체 처리작업을 하는 데만 시
민들의 노력동원지원을 받으며 연 3일이 걸렸다. 그 중에서는 신분이 형
무관으로 밝혀진 시체도 수십 구나 되었다. 이와 같이 전국 각지에서 전
쟁 중에 발생한 희생은 추산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1958년 3월 24일에야 순직형무관 유가족 원호지침을 제정했으나 사실입
증 등 복잡한 절차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대부분의 희생은 그대로 묻
히고 말았다.
교정에 있어서 해방이후 가장 성과를 거둔 행형시책의 하나는 문맹퇴
치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문맹퇴치 사업이 성과를 거두자 1954년부터 교
육과정을 더욱 세분화하여 문맹자반, 성인교육반, 초등공민반, 고등공민반
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강화하여 1960년대 맞은 근대화에 초석을 다지는
역할에 일조하였다. <표 2>는 광복이후 혼란기의 교정약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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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광복이후 혼란기의 교정약사
연 대
1945.8.15

내
❍ 조국 광복

8.16

❍ 전국 형무소에서 사상경제범 석방

9.28

❍ 미군정청 법무국 설치

10.28

용

❍ 일제로부터 형무기관 접수 완료(형무소12,지소7,형무관연습소1)

1946.11.11

❍ 전주형무소 재소자 413명 집단탈주사건 발생

1950. 3. 2

❍ 행형법(법률 제105호) 제정

6.25

❍ 개성소년형무소 항전 끝에 적에게 함락(우학종 소장 자결)

1959.10.28

❍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을 기념 ‘형무관의 날’ 선포

1960. 1. 1

❍ 이승만 대통령 서울형무소 순시
*대한민국 교정사(2010) 연대기를 재구성

제 2 절 교정이념의 도입과 조직의 정비(1962-1992)
1961년 12월 행형법 제1차 개정되었는데, 그 목적은 주로 민주행형과
교육형의 이념에 부합되는 수용자처우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형무소와
형무관의 명칭은 행형법의 교정주의 이념에 맞추어 교도소와 교도관으로
변경하였다.
당시 교정은 1960년대와 70년대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산업사회 변혁기
를 맞아 산업인력양성의 교두보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기본권의 확장측면
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국가사회적 환경이 교정현장에도 고스
란히 적용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들어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소위 양심수 등 공안(관련)사범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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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구금 또는 형집행에 대해 정당성을 부정하고 교정시설을 민주화 운
동의 전초 기지화하는 등 그 저항이 극도에 달아 교정질서가 크게 위협
받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이로 인한 교정의 변화라면 수용처우의 적법
절차관행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시기 교정조직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법과 제도적으로 특기할만
한 것은 1980년 12월 18일 훗날 보호감호제도의 정당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회보호법」28)이 제정되어 청송지역에 보호감호소가 설치⋅운영
에 들어간 것이고, 1991년에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눈 중간감독기관인
지방교정청이 설립되었다.
수용자 처우부문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급양제도이다. 1973년 1인 1일
주·부식 급여금액은 132원이었으나 1980년에는 575원 49전으로 인상되었
고29), 1986년에는 수용자의 주식혼합비율을 조정하여 20% 콩 함량을 없애
고 쌀과 보리쌀 각 50%를 혼합하여 급여하도록 했다. 그동안 콩은 단백질
의 주된 공급원으로 중시되어 왔으나 부식의 질 향상을 통하여 필요한 단
백질을 충분히 공급되어 ‘교도소는 콩밥 먹는 곳’이라는 종래의 왜곡된 인
식을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식에서 콩을
제외하였던 것이다. 더불어 같은 해 12월 18일부터 개인별로 주식등급을
구분하여 표준밥형으로 밥을 찍어 배식하던 틀밥은 급식과정에서 식거나
딱딱해지는 등 폐단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자율급식제도로 개선하였다.
주요사건을 보면, 1988년10월8일 발생한 호송수용자 집단탈주사건을 들
수 있다. 미결수 12명이 호송버스를 탈취하여 집단도주한 뒤 8일 동안 서

28) 사회보호법은 2005.4.8. 폐지되었으나 그 이전 징역형에 병과되었던 보호감호자에 대
한 보호감호는 계속한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보호감호자의 수용관리는 계속
되고 있다.
29) 2015년 현재 수용자 1인당 급량비는 4,1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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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내 일원에서 민가에 침입, 강도 행각 등을 자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안과 충격을 안겨준 교정역사상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
이다. 탈주자 중 지강헌이 인질극을 벌리면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
유죄(無錢有罪)’를 외친 것이 세간에 사법정의에 대한 반향을 일으켰고,
이 사건으로 인해 교도관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알려지면서 1일 3부제 근
무추진, 계호업무수당 지급 등 교도관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
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표 3>은 교정이념의 도입과 교정조직의 정비기
약사이다.

<표 3> 교정이념의 도입과 교정조직의 정비기 약사
연 대

내

용

1961.12.23

❍ 행형법 제1차 개정(법률 제858호)
• 형무소⋅형무관의 명칭을 교도소⋅교도관으로 바꿈

1980.11. 6

❍ 전두환 대통령 광주교도소 순시
(82.5.8.안양, 12.24. 서울구치소 순시)

1986.4.18
12.18

❍ 수용자 주⋅부식급여 규정 개정(법무부령 제284호)
• 콩을 없애고 쌀 50%, 보리쌀 50% 혼합 급여
❍ 틀밥(원통형 주먹밥) 폐지

1987.6.28

❍ 제31회 행정고시 교정직 최초 시행(3명 합격, ’89.3.1.임용)

1988.10.8

❍ 영등포(교) 호송 수용자(지강헌 등 12명) 집단 도주사고 발생

1989.7.20

❍ 한국 교정학회 창립총회 개최(팔레스호텔)

10.19

❍ 교도관 3부제 근무지침 제정(교도관 2,100명 증원)

1991.11. 1

❍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 개청

1992.12.28

❍ 수형자 TV시청 시범교도소 운영(대구교도소)
*대한민국 교정사(2010) 연대기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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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교정에 대한 통제강화와 수용자 인권의식의 신장
(1993-2007)
1992년 이후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인식의 틀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하
여 시설 내 각종 생활권 등 자유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30)의 활동은 교정에 있어서 실질적
법치주의의가 뿌리내리고, 시민사회에 의한 성폭력감시단, 옴부즈맨 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교정행정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수용자의 인권의
식이 급격히 신장되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계구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조
사 및 징벌수용자에게 수개월씩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수갑과 포승의 사
용이 법적 제한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판결례는 수용자 인권에 대한 새
로운 인식이 확산된 계기가 되었다.
2007년 12월 21일 69개조의「행형법」을 133개조의「형집행법」으로
전면 개정한 것은 그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
고, 교정시설의 경비등급화⋅장비의 과학화⋅수용자분류제도의 개선 등
과학적인 수용관리시스템 구축과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혁신적인 내
용을 담게 되었다.
법률 외에도 수용자처우의 개선정책이 이어졌는데, 가장 특기할만한 것
은 1994년에 시행된 수용자에 대한 집필도구소지 허가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교정에 있어서 작은 변화의 하나이지만 구시대 비문명적 교정관행

30) 2001년11월25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
치된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 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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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변화를 가져온 특별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수용자에 대한 인권신장과 처우개선은 항상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 전개되지는 않았다. 억눌렸던 통제적 환경에서 벗어난 수용자들의 교
정관행에 대한 변화 욕구는 활화산처럼 터져 나와 진정, 고소·고발, 헌법
소원 등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혼란기를 겪어야 했다. 엄정한 질서의식
이 쇠퇴하고 성숙하지 못한 수용자의 인권의식은 빈번한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사고와 심지어 교도관 살해사건31)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불러왔다.
이 시기 주목할 만한 수용환경 개선도 뒤따랐다. 2002년 안양교도소 등
39개 기관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였고, 교정시설 내 연탄난로 난
방을 개선하여 수용거실 내에 전기패널식 및 방열식 난방을 설치하였다.
조직에 있어서도 뜻 깊은 변화가 있었던 바, 1999년6월9일 최초로 교정
공무원이 법무부 교정국장에 보임된 것이다. 그동안 직제에 따라 검사장
이 교정국장의 직을 수행하여 왔으나, 교정행정의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정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한 것이다.
특기할만한 것은 1995년 10월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되고, 12월 3일에는 군형법상의 반란수괴죄를 적용하여
전두환 전 대통을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교도소에 수용되는 초
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1997년 12월 22일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고 국민 대화
합의 명분으로 특별사면을 실시함으로써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2년여 만

31) 2004년 7월 12일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김◌◌은 17동 하층 7실 앞 복도에서 미리 은
닉하여 두었던 쇠파이프를 허리춤에 숨긴 채 의자에 앉아 보고문을 작성하고 있던 담
당근무자 교위 김동민의 뒤로 몰래 다가가 쇠파이프로 후두부를 가격하여 그 충격으
로 목이 뒤로 젖혀지자 젖혀진 목 앞부위를 내리쳐 같은 달 15일 고도의 두경부 손상
으로 사망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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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출소하였다. <표 4>는 교정에 대한 사회통제의 강화와 수용자 인권의식
의 신장기 약사이다.

<표 4> 교정에 대한 사회통제의 강화와 수용자 인권의식의 신장기 약사
연 대

내

용

1994.10.18

❍ 전 수용자에게 집필용구 상시 소지 허용

11.17 ❍ 수형자 삭발제도 개선, 스포츠형으로 개선
1996.12.12
1998.9.12

❍ 법무부에 가석방심사위원회 설치규정 신설(일선기관 폐지)
❍ 전 수용자 신문열람 허용

7.1 ❍ 미결수용자 사복착용 제도 시행
2000.1.28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6206호) 제정

2.15 ❍ 수용자 두발 3cm로 제한을 10cm 범위 내로 완화
7.5 ❍ 수용자 원격 화상접견 시범 운영(수원⋅김천소년교도소)
12.19

❍ 수용자 신문열람지침 개정, 1인 1종류 1부 제한 폐지
❍ 수용자 집필허가제도 폐지

2004.6.1

❍ 커피⋅녹차 등 기호식품 공급, 수용자의 행복추구권 등 인권신장

2005.8.4

❍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제7656호), 치료감호법(법률 제7655호)제정

2006.4.5

❍ 교정시설 성폭력감시단 운영규정(예규 제749호) 제정

4.11 ❍ 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창립회의 개최(법무부 대회의실)
4.13 ❍ 교정시민옴부즈맨 운영규정(예규 제750호)제정
2007.12.21

❍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대한민국 교정사(2010) 연대기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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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교정법치의 확립과 치료적 교정프로그램의 도입
(2008 - 현재)
2008년 이명박 정부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정은 그간의 발전을 기
반으로 여러 혼란기를 극복하고 인권과 질서가 균형을 이루는 교정의 정
체성을 확립한 시기이자 국민으로부터 범죄자문제 대한 관리적 차원에서
치료적 요구에 직면하는 시대를 맞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07년 12월에 개정된 형집행법은 그 1년 후인
2008년 12월 시행되어 교정법률이 국제기준에 걸맞은 법치교정의 틀을
완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높아져 그동안 수용질서
와 관리중심의 교정의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정과 치료를 통한 수용
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라고 하는 교정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요
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성폭력범죄자의 심리치료를 위한 ‘교정심리치료센
터’나 수용자의 정신보건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전인적 교육을 위한 ‘집
중인성교육’, 수용자 맞춤형 개별처우를 위한 ‘개별처우시행’ 등은 치료적
교정을 알리는 첫걸음이라 하겠다.
먼저, 2011년 성폭력사범 교육⋅심리치료 강화 일환으로 시작된 ‘교정
심리치료센터’는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 및 재범 고위험군 성폭력
사범, 법원으로부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집행 대상자를 대상으
로 최초 서울남부교도소에 개설한 이후 대구지방청의 포항교도소, 광주의
군산교도소, 대전의 청주교도소 등에 각각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확
보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수용자 정신보건센터의 구축이다. 2011년 정신보건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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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군산교도소, 진주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천안교도
소에 외부병원 정신과 전문의를 위촉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비롯한 조
직구성을 완료하여 2012년 이후 정신질환 수용자 즉, 정신분열, 우울증,
정동장애 등으로 판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치료 및 재활프로그
램을 운용하고 있다.
세 번째, 수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집중인성교육 체제의 확립이다.
2013년 집중인성교육 시범실시를 시작하여 수형자의 형기에 따라 교육의
기간과 종류를 달리하여 직업훈련 및 종교교육 등이 어우러진 교정에서
의 종합교육형식을 띠고 있다.
네 번째, 수형자 개별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자발적 생활설계를
통한 수형자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필요성에 따라 수용자의 적성⋅심리평
가 결과, 수형자가 직접 작성한 생활계획서, 상담평가 결과 등을 통한 개
별처우 계획을 수립하고 수용생활 중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처우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초기에 수립된 개인별 처우목표 및 계획을 유지⋅보완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교정조직에 있어서도 특기할만한 변화가 있었다. 2007년 11월 30일 법
무부 ‘교정국’ 체제에서 ‘교정본부’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1본부장 2정책단
9개과로 승격하여 그 후 2개과의 통폐합을 거쳐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표 5>는 치료적 교정프로그램 도입 연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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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치료적 교정프로그램 도입 연대사
연 대

내

용

2008. 6.11

❍ 통합 교화방송센터 개국(법무부 청사 1층 110호)

2008.12.28

❍ 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4.13

❍ 기관별 원격진료 통합네트워크 구축 완료

2010.12. 1

❍ 민영교도소 개소(소망교도소)

2011. 9. 6

❍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설(서울남부교도소)

2012.12

❍ 수용자정신보건센터 개설

2013. 7

❍ 집중인성교육의 실시

2014.11

❍ 개별처우제도의 확립
*대한민국 교정사(2010) 연대기를 재구성

제 4 장 법령과 판례변천을 통해 본
수용자 기본권의 확장
제 1 절 형집행법 개정사
우리나라 형집행법은 1950년 행형법 제정이후 타법개정을 포함하여 10
여차례 이상의 개정을 거듭하여 왔다. 1차 개정(1961.12.23)에 의한 교정주
의 이념이 도입되었고, 제5차 개정(1995.1.5)에 의한 미결수용자 처우원칙
이 확립되었으며, 특히 제7차(1999.12.28)와 제10차 개정(2007.12.21)을 통
해 수용자 인권보호의 장으로서의 형집행법 체계를 완성하여 국제적 기
준을 충족시킨 모범적인 모델로 완성되었다. <표 6>은 우리나라 형집행법
주요 변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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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우리나라 형집행법 주요 변천사
구 분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광복이후 1945.8.15 ∙ 미군정, 일제시대 감옥법(조선감옥령)이 군정법령에 의해 그대로 의용
법 제정 1950.3.2 ∙｢행형법｣제정⋅공포
∙ 미결수용업무, 이송 등 근거명시

제1차
1961.12.23 ∙ 종교교회⋅귀휴제도 신설(일반귀휴)
개정

∙ 형무소⋅형무관을 교도소⋅교도관으로 개칭
∙ 수용자 이외의 자에 대한 무기사용 근거규정 보완

∙ 징벌의 종류 신설
제4차
1980.12.22
∙ 분류처우제도의 근거규정 설정
개정
∙ 수형자 교정교육 근거규정 설정

제5차
개정

1995.1.5

∙ 미결수용자 처우강화(미결수용장 별도신설, 제62조 준용규정 삭제)
∙ 미결수용자 변호인접견시 입회금지
∙ 접견⋅서신수발의 제한 완화(원칙적 허가)
∙ 개방처우와 외부통근작업의 근거규정 신설
∙ 감식 등 부적절한 징벌의 종류 삭제

∙ 일선교정기관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폐지,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제6차
1996.12.12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 설치(공정성⋅투명성 확보)
개정
∙ 수용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원칙 천명
∙ 민영교도소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 계구사용요건의 강화
∙ 접견참여 및 서신검열의 완화(필요적 사항에서 임의적 사항으로 변경)
제7차
1999.12.28 ∙ 수용자의 전화통화 허용
개정
∙ 집필의 허가 및 제한 규정 신설
∙ 귀휴허가요건 완화 및 특별귀휴 신설
∙ 교도관에 의한 강제력행사의 근거규정 마련
∙ 징벌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허용, 징벌집행의 유예제도 도입
∙ 차별금지사유의 확대
∙ 서신의 검열제도 개선 및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
∙ 여성⋅노인⋅장애인 및 외국인수용자 처우규정 신설
∙ 수형자 개별처우 계획 수립 등 규정신설
제10차
2007.12.21
∙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 및 합당한 지위보장 규정 신설
개정
∙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에 대한 특별관리 규정신설
∙ 징벌종류의 확대
∙ 보호실⋅진정실 수용규정 신설
∙ 청원제도의 다양화
∙ 교정자문위원회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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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쟁점별 논의

1. 미결수용자 무죄추정 원칙의 확립
교정에 있어서 실질적 법치의 구현은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있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가에 기초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
다. 비록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포⋅구금된
수용자라할지라도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는 무죄추정을 받는다는 원칙은
사고(思考)의 영역에서는 가능하지만 국민이나 그들을 관리하는 교도관의
실제 행동이나 정서에까지 반영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
한 현실을 반영하듯 우리나라 법률과 판례는 속도감에서는 빠른 것이 아
니지만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 확립을 위한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 법률의 변천
1950년 행형법 제정 시부터 미결수용자 처우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
는 때에는 수형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법 제62조)이 5차
개정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이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무죄추정원칙에
의한 처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95년 1월 5일 행형법 제5차 개정에서 미결수용자의 수형자 준용규정
인 제62조를 삭제하고, 작업과 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치소와 미
결수용실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과하
거나 교회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67조).
2007년 12월 21일 제10차 전면 개정에서 그동안 축적된 미결수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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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무죄추정확립의 인식을 반영하여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
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는 미결수용자 처우원칙을 확립하였다(법
제79조). 개정법은 이와 더불어 참관금지, 사복착용, 이발, 변호인과의 접
견 및 서신수수, 조사 등에서의 특칙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
로 미결수용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확대하였다(법 제80조-86조).

2) 판례의 변화
▢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및 가족과의 접견권 보장
1992년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
해 그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결정을 내 놓았는데 그 중에 핵심내용은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32)라는 것이었고, 2003년에는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자와 접견하는 것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
권33)으로 보는 결정을 내 놓았다.
그러나 2011년 헌법재판소는 비록 미결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인 변호
인이 원하는 특정 시점에는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변호
인 접견의 상황이나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 과정에 비추어 미결수용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

32) 헌법재판소 1992.1.28. 91헌마111
33) 헌법재판소 2003.11.27. 2002헌마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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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4)고 하여
변호인접견의 실질적 보장과 수용관리를 위한 보호이익을 균형있게 보호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 미결수용자에 대한 서신검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 검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구(舊) 행
형법 제62조의 규정 중 앞서 본 변호인과의 서신검열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검열을 할 수 있도록 준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였다.35) 2012년에는 10차 개정에 따른 「형집행법」제84조
제3항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 검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려는 서신조차
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 기본권 제한 규범이
지켜야 할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위반하고 있다36)는 결정을 하였다.

▢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
1997년 미결수용중이던 수용자가 검찰청에의 수사 및 재판정의 출석,
감사의 증인 등으로 외부에 나갈 경우 교정시설의 유니폼을 입고 나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상황에 따라 두 가
지 다른 결정을 내 놓았는데, 첫째, 미결수용자에게 시설 안에서 재소자
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구금 목적의 달성,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정당성⋅합리성을 갖춘 재량의 범위 내의

34) 헌법재판소 2011.05.26. 2009헌마341
35) 헌법재판소 1995.07.21. 92헌마144
36) 헌법재판소 2012.2.23. 2009헌마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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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라고 보았고, 둘째, 다만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는 도주 방지 등 어떠
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어 비례원칙에 위반되
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37)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년 미결수용자가 아닌 수형
자가 외부재판(민사)에 출정할 때 운동화 착용을 금지한데 대한 평등권
등의 침해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는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38)으로
판단하였다.

▢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교정시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종교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미결수용
자의 경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공범 상호간 접촉으로 인해 증거인멸 등
의 우려가 있고, 미결수용자를 한 장소에 집합하여 갖는 집회활동이 적절
치 않다는 관행에 따라 종교활동은 묵시적으로 수형자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2006년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를 위한 종교행
사를 매일 또는 매주 실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것으
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 청구로서 부적법하다39)고 보았으나 2011년에는「형집행법」제
45조는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대상을 “수용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

37) 헌법재판소 1999.05.27. 97헌마137
38) 헌법재판소 2011.02.24. 2009헌마209
39) 헌법재판소 2006.4.11. 2006헌마295

한국교정 70년의 회고와 전망

❙45

결수용자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
정된 수형자의 경우보다는 더 완화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수용
자 중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만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불허
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
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40)으로
보았다.

3) 함의
199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이 실질
적으로 보장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꾸준히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논
의가 확장되면서 「형집행법」에서 1995년 미결수용자의 수형자 준용규
정(법 제62)을 삭제하고, 2007년에는 그 처우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또한 3기 이후에 집중되고
있는데, 다만, 제4기에 들어서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수용시
설의 질서와 안전을 위한 법익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고자한 노력이 엿보
이는 결정례를 보이고 있다.

40) 헌법재판소 2011.12.29. 2009헌마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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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및 집필제도
1) 법령의 변천
수용자의 접견, 서신수발 등 외부교통권은 구금시설에서 외부와의 소통
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 「행형법」은 1950년 제정 이래 수형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수발할 수 있고, 친족이외
의 자와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에 한 하도록 하였
다(법 제18조). 동법 시행령에서는 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을 하
지 않고 교도소에 제출하게 하고, 수형자가 수령한 서신은 교도소에서 개
피하여 검인을 압날하도록 하는 등 외부교통권의 중심인 접견 및 서신수
발을 엄격히 제한하였다(시행령 제54조~63조).
1995년 1월 5일 제5차 개정에서 수용자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여(법 제18조 2
항) 친족 이외의 자와의 접견 서신수발에 대한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다.
1999년 12월 28일 제7차 개정에서는 접견과 서신규정 외에 전화통화
규정을 신설하고, 청취를 조건으로 외부와의 전화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
면서(법 제18조의3), 수용자 집필규정을 신설하고 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
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학·학술 기타 사항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33조의3).
2007년 12월 21일 제10차 전면개정에서 원칙적으로 서신수수 허가제를
폐지하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의 검열까지 폐지하였다(법 제43
조). 집필에 있어서도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되, 소장의 허가를 폐지하는 등 수용자의 외부
교통권 및 집필제도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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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판례
▢ 수형자의 변호사와의 접견불허
1998년 헌법재판소는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
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41)고
보았고, 2004년에도 피청구인의 접견 불허 처분이 헌법 제27조의 재판청
구권 등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42)고 보아 수형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다.

▢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
1998년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에 대해서 수형자의 통신
의 비밀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
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이며 통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 보고, 교도소 내에서의 처우를 왜곡하여 외부인과 연계, 교도소내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변호사에게 이 사건 서신을 발송하려는 것은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43)는
견해를 보였다.

▢ 서신에 금지물품 확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
2012년 헌법재판소는 「형집행법 시행령」제65조 제1항이 교정시설의

41) 헌법재판소 1998.8.27. 96헌마398
42) 헌법재판소 2004.12.16. 2002헌마478
43) 헌법재판소 1998.08.27. 96헌마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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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용
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한 것은
수용자가 보내려는 모든 서신에 대해 무봉함 상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
써 수용자의 발송 서신 모두를 사실상 검열 가능한 상태에 놓이도록 하
는 것으로 기본권 제한의 최소 침해성 요건을 위반하여 수용자인 청구인
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법익 균형
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44)고 보았다.

3) 함의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은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의 권리에 버금가는 중
요한 기본권에 속하는 부분이다. 외부교통권의 변화 또한 3기에 집중되었
는데, 그것은 1995년 접견과 서신수발의 원칙적 허가, 1999년 수용자 집
필권의 보장45), 2007년 서신수수 및 집필에 있어 소장허가제 폐지로 나타
났고, 판례 또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아닌자 사이의 서신검열은 최소
한의 제한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서신은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형집행법 시행령」 ‘수
용자가 밖으로 내 보내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 침해성 요건을 위반하여 수용자인 청구인의 통
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2012. 2. 5. 동 제65조

44) 헌법재판소 2012.02.23. 2009헌마333
45) 집필자유는 교도소에서 실제로 1994년 전 수용자에게 집필용구 상시 소지 허용이 이
루어진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편지나 소송을 위한 집필을 위해서는 집필허가
원을 제출하고, 집필장소로 이동하여 제한된 시간에 집필용구의 제공하에 집필이 허
용되었다. 1994년에 이루어진 집필용구 상시소지 허용은 집필권에 대한 가장 큰 실질
적인 보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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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을 개정하여 ‘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고, 마약류 등 특별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여 수용자의 서신 무검열원칙
을 한층 강화하였다.

3. 수용자 징벌제도 개선
1) 법률의 변천

수용자 징벌제도는 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이 다시 제한을 받는
다는 의미에서 ‘감옥 속에 감옥’이라는 말로 그 중압감이 표현되기도 한
다. 1950년 행형법 제정 시부터 적용되어 오던 징벌의 종류는 8종으로
1980년 12월 22일 4차 행형법 개정에서 7일 이내의 감식이 추가되었다.
‘감식’ 규정의 추가는 밥을 적게 제공한다는 것인데 시대적으로도 상당히
진부한 것으로 실제 징벌집행에 적용되었거나 실효성을 거두는 데는 한
계가 있었다.
나아가 징벌의 종류는 법률에 정했지만 징벌을 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대부분의 징벌 규정을 「재소자 규
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였다(법 제46조). 이로 인해 수용자의
신체적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의 제한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행해지지
않는가하는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1995년 1월 5일 제5차 행형법 개정에서 징벌의 종류를 4종으로 줄이는
등 현실적인 징벌효과를 감안한 개정이 이루어졌고(법 제46조), 1999년
12월 28일 제7차 개정에서는 징벌위원회 구성에 외부인사 위촉규정(법
제47조)과 징벌집행 유예제도(법 제48조의2)를 최초로 도입하여 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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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징벌의 순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징벌이 외부교통권 등 생활
권 제한이 포함된 채 징벌거실에서 근신을 요구하는 ‘금치’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실질적인 징벌관행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었다.
2007년 제10차 전면 개정에서 징벌규정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징벌규
정 외에 포상규정을 신설하고(법 제106조), 그동안 규칙으로 남아있던 징
벌사유를 법률로 구체화하였다(법 제107조). 또한 징벌의 종류를 세분하
여 14종으로 하고, 시행령과 규칙위임사항이었던 징벌의 부과, 조사, 징벌
의 집행 절차를 법률화하여 행정벌의 임의성을 제한하는 등 적법절차를
강화하였다(법 제108조-제115조).

2) 관련 판례
▢ 금치 처분자 및 조사수용자의 집필제한
2002년 헌법재판소는 구「행형법시행령」제145조 제2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의 집필에 관한 권리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하는 것
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며 집필의 목적과 내용 등을 묻지 않고,
또 대상자에 대한 교화 또는 처우상 필요한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라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46)고 보았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금치 징벌의 목적 자체가 징벌실에 수용하고 엄
격한 격리에 의하여 개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접견⋅서신수발의
제한은 불가피하며, 「행형법시행령」제145조 제2항은 금치 기간 중의 접
견⋅서신수발을 금지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소장으로 하여금 “교화 또는

46) 헌법재판소 2002.6.18. 2002헌마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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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치 기간 중이라도 접견⋅서
신수발을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금치 수형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의 제한은 수용시
설 내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제
한47)이라고 보았다.
2005년에도 舊 「수용자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 본
문 중 “집필”부분은, 교도소 내 규율 위반을 이유로 조사 수용된 수형자
에 대하여 교도소장이 조사기간 중 집필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수용 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라고 하여 직접 집필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필을 금지한 경우에 비
로소 집필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위 규칙조항은 교도소장에 의한 집필의
금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집필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8)고 보았다.

▢ 금치기간 중 접견불허가 피징벌자의 접견권과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2004년 대법원은 금치기간 중의 접견허가 여부가 교도소장의 재량행위
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피징벌자가 금치처분 자체를 다툴 목적으로 소제기
등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희망한다면 이는 행형법시행
령 제145조 제2항에 규정된 예외적인 접견허가사유인 ‘처우상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고, 그 외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교도소장이 금
치기간 중에 있는 피징벌자와 변호사와의 접견을 불허한 조치는 피징벌자

47) 헌법재판소 2004.12.16. 2002헌마478
48) 헌법재판소 2005.02.24. 2003헌마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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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견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49)고 보아 수형자에 있어서
도 일정한 경우 변호인의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 징벌혐의자 및 금치자의 운동제한
헌법재판소는 2004년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
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수형자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
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제12
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50)고 보았으나,
구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전부 개정된 「형집행법」이 징벌의 종류 중의 하나로 30일 이내의 실외
운동 금지 및 30일 이내의 금치를 규정하고 있고(제108조 제13호, 제14
호), 금치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 중 실외운동 금
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112조 제3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외운동이 원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하더라도 조사실 수용기간을 포함하여 10일 동안 원고에게 실외
운동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징벌의 목적
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
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51)는 견해를 보였다.

49)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다50184
50) 헌법재판소 2004.12.16. 2002헌마478
51) 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다2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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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함의
수용자에 대한 징벌규정은 1980년 ‘7일 이내의 감식’을 징벌의 종류로
도입되는 등 반 문명적 처우로의 후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3기에 들어
선 1995년부터 규율과 징벌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한 수용자 처우의
순화가 가속화되었다.
판례 또한 3기 이후 조사자 및 금치처분자의 집필제한, 접견·서신수발
제한, 운동제한 등에 따른 기본권 침해 여부와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집
중되어왔다. 구 행형법시행령에 의한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의 집필제한
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았고, 금치수형
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의 제한은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 인정하였다. 징벌혐의자(조
사자)에 대한 절대적 운동금지는 위헌적이지만,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
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한 운동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이고, 금치기간 중 운동제한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았다.

4. 기타 기본권 보장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주요판례
1) 개방형 화장실 사용강제
헌법재판소는 2001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던 청구인들이 유치
기간 동안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
새가 직접 유출되는 실내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와 같은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
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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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비인도적⋅굴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록 건강을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
단52)하여 경찰서 유치장은「형집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규정의 적용
을 받는 영역으로 곧바로 교정시설 전체의 화장실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2) 계구(보호장구)사용의 한계
1998년 대법원은 ‘계구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
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
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하면서 “교도소장이 교도관의 멱살
을 잡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수감자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 등 계구
를 사용한 조치는 적법하나, 수감자가 소란행위를 종료하고 독거실에 수
용된 이후 별다른 소란행위 없이 단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감자에 대하
여 7일 동안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원심 판단
을 수긍하였다.53)
그 밖에도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청구인이 제기한
피청구인 광주교도소장이 2000년 3월 7일부터 2001년 4월 2일 까지 총

52) 헌법재판소 2001.7.19. 2000헌마546
53)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18922 :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의 기준이
사법기관을 통해 판단이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이다. 그동안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
은 교도소장의 재량행위로 인식되어왔고, 교정시설에서는 조사 및 징벌(금치)자에 대
해서는 관행적으로 포승과 수갑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단지 7일간의 계구사용이 불법
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적지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판결이후 몇 차례의 헌법
재판소 후속결정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교정시설에서 계구사용 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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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일(가죽수갑 388일) 동안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
시적으로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게 한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으
로 판단하였다.54)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2005년 검사조사실에서의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예견되지 않음에도 여러 날 장시간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계구로 피의자를 속박한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였다.55)
한편, 2008년 헌법재판소는 엄중격리대상자의 계구사용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 및 동행계호행위는 엄중한 이동계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범위 안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형자가 입게 되는 자유 제한에 비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도소내
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 및
동행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56)는
결정을 하여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계구사용범위를 달리 해석하였다.

3) 정밀신체검사
2008년 헌법재판소는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
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수색은 헌법 제10
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

54) 헌법재판소 2003.12.18. 2001헌마163
55) 헌법재판소 2005.5.26. 2001헌마728, 2004헌마49
56) 헌법재판소 2008.5.29. 05헌마137, 07헌마18.1274.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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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57)
같은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
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외부로부
터의 관찰, 촉진에 의한 검사, 겉옷을 벗고 가운 등을 걸치게 한 상태에
서 속옷을 벗어서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
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58). 이 판결은 교정시설에서 신체검사 시 수치
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나타났다.

4) 함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는 교정시설 혼거실의 개방형 화장실 및 신
체검사 방법을 개선하고, 계구사용기준을 엄격히 하여 법령을 정비하는데
공헌하였다. 2007년 「형집행법」은 CCTV설치 계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구 행형법에는 없던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신설하여 CCTV설치 계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수용자의 신체검사를 위해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
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신문도서의 경우 유해간
행물인 경우 열독을 제한하고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의 경우 수형
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와 시설의 안전
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시청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57) 헌법재판소 2002.7.18. 2000헌마327
58) 대법원 2001.10.26. 2001다5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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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교정법치에 영향을 미친 주요요인
1. 민주주의발전과 시민의식의 성숙
교정에 있어 가장 큰 변화의 전환점은 역시 국가사회적인 시민의식의 성
숙기와 그 괘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 가장 큰 사회적 요구는 인권
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고, 이는 교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재결
결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교정자문위원회, 성폭력감시단
등 교정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통제가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2. 국가경제의 발달과 국민적 지지
국가경제의 발달은 수용자 수용환경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수용자의
인간다운 환경에 대한 요구가 아무리 바람직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뒷받
침할만한 경제력 등 국가경제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그 수요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경제의 발달과 교정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2000년
대 이후 교정시설의 신축 및 개축을 통해 실현되었다. 기존 재래식 화장
실을 개선하고, 거실에 싱크대 설치와 온방시설을 완비하는 등 그동안 더
럽고, 춥고 배고픈 곳으로 인식된 교도소를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
고 나아가 스스로의 개선의지를 다질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 삶이 보
장되는 장소로 변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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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인재양성과 영입
교정행정의 전문화에 대응한 다양한 인재육성 및 영입은 사회의 변화
에 따른 교정의 수요를 적절히 수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동안 질서
위주의 관행적인 수용자 처우에서 벗어나 법률에 기반을 둔 합리적 처우
기준을 적용하고 치료중심의 새로운 교정패러다임 적용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인재육성과 영입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1987년부터 행정고시
를 통한 교정인력의 공채, 변호사 특채, 임상심리 전문가의 영입 등이 그
것이다.

제 2 절 교정에 있어서 실질적 법치주의 확장을 위한 제언

1. 치료중심의 교정패러다임 확립
범죄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재범률 또는 재복역률로 측정되는 교정의 효과가
반드시 교정의 기능과 역할에만 기댈 수는 없다. 오히려 사회환경적 지원
과 관심이 재범예방에 필수적이라는 추론은 검증을 요하지 않는 어렵지
않은 사실이다. 이는 교정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구두선에 머물러왔던 교정을 실질적인 교정이 가능
한 환경으로 정착화 할 수 있도록 치료패러다임의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
함을 의미한다.
교정의 효과는 몇 개의 교정프로그램이나 교정인의 집중력으로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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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 걸음마단계인 치료프로그
램이 교정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와 충
분한 예산의 뒷받침은 필수요건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이제 시작된 치료
중심의 프로그램이 너무 쉽게 ‘무의미 한 일’(Nothing works)59)로 치부되
지 않도록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2. 인간다운 수용환경 조성
교정시설은 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통제를 기본으로 한
공간이다. 더불어 수용자들이 외부와 격리된 채 장기간 생활하는 장소라
는 점에서 수용자의 생활환경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간다운 수용환경을 위한 선결과제인 과밀수
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8㎡(약 2.42평)의 독거실에 2명의 수용자를 5일
간 혼거 수용한 사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였다”60)고 위헌결정을
하였고, 미국의 경우 “뉴욕시 교정센터에서 1인용 거실에 2인을 수용하는
것은 인간의 품위, 사생활, 개인의 안전,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학
대가 없었더라도 수용자가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실만으로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에 해당한다61)”고 판시하였다.

59) 교화개선이 몇몇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재범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미
로 1974년 미국의 마틴슨이 한 말에서 유래하고 있다.(Robert Martinson, "What works?
Questions and answers about prison reform." The Public Interest, 1974, 42: 22-54)
60) 독일연방헌법재판소 2002. 2. 27. Az.2BvR 553/01;2002. 3. 13. Az 2BvR 261/01.
61) 미국연방재판소 Bell v. Wolfish 441 U.S.520 :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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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용자 1인당 혼거거실 면적은 종전 1.75㎡(0.5평)이었으나,
2002년 법무시설기준 규칙의 개정으로 2.48㎡(0.75평)으로 조정되었고,
2006년에는 2.57㎡(0.78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징벌실을 일반 독거
실과 동일하게 1인당 4.62㎡(1.4평)로 개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개인에게 주어지는 생활공간은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향후 수용
거실 면적 기준을 개선하여 장기간 수용으로 인한 신체 및 정신건강의
유지를 위한 일조량 확보 등을 감안한 전체시설의 가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시설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용자를 대우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인간다운 환경에서 인간
다운 인성이 개발되고 궁극적으로 수용자라 할지라도 우리사회 건강한
일원으로 보호하자는 의미이다.

3. 교정업무와 조직구성원의 전문화
교정조직과 교정구성원의 전문화는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조
직의 전문화는 교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수용처우의 과학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의미한다. 정책의 수
립과 검증을 위한 기획기능, 각종 교정프로그램의 성과측정 및 피드백을
위한 연구기능, 감사 및 정책 홍보 기능 등은 교정업무의 특성을 감안하
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의 전문화와 함께 교정구성원의 전문화율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
교정의 직무와 리더십 등 체계적인 전문역량 증진을 위한 장단기 추진계
획의 이행이 필요하다. 교정의 역량은 수용질서 확립과 자신의 보호를 위
한 신체적 운동능력과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의 적법절차에 따른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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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소양, 심리 및 정신장애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한
심리학에 기반을 둔 상담능력 등이 주요한 직무역량을 말한다.62)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는 역사적 관점에서 국가사회적 환경이 교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교정이념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그
러나 최초의 이러한 시도는 선행연구의 부족, 여러 가지 시간적·내용적
한계에 부딪쳐야했다.
앞으로 이 연구를 바탕으로 교정의 이면에서 교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치·사회 환경적 의미있는 배경을 찾아 분석하고 각종 교
정사고와 교정프로그램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경험적 입증을 통해 교정
에서의 법치구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62)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2007). 교정공무원 역량기반 교육체계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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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허성관(2003),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

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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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국가인권위원회 : http://www.humanrights.go.kr/
헌법재판소 : http://www.ccourt.go.kr/
대법원 :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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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한국교정 70년의 회고

최 준 혁*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된 후 자주적 교정행정을
운영한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2015년을 맞이하여 열린 오늘의 이 자리
에서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발표자이신 이언담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장님께서는 실무경험을 바
탕으로 교정 70년을 회고하시면서, 특히 수용자 기본권 확장에 중점을 두
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발표자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결론 부분에 집약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실질적 법치주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전적
으로 공감합니다. 무엇보다도 치료 중심의 교정패러다임 확립, 인간다운
수용환경 조성, 교정업무와 조직구성원의 전문화라는 세부방향도 동의하
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정’ 또는 ‘개선과 교화’라고 말할 때는 일단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
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다시 읽고 있는 “형법의 목적사상”이라는 논
문(소위 마르부르크 강령)에서 특별예방에 관한 논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리스트(Liszt)는 형법학계가 이론투쟁만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
인 범죄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자를 세 유형으로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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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합니다. 개선이 가능하고 개선이 필요한 범죄자, 개선을 필요로 하
지 않는 범죄자,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자의 세 유형이며 각각에 대해서
형법은 개선, 위하, 무해화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98면).1) 개선이 불가
능한 범죄자의 예로 그는 상습범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해마다 형
무소를 들락날락하면서 형무소를 만원 상태로 만드는 자들의 절반은 개
선 불가능한 상습범”이며 “이런 사람들을 독방에 가두어놓고 비싼 돈을
개선시키고자 시도하는 것은 난센스다. 그러한 야수 같은 자들을 몇 년의
형기가 지나고 난 후 다시 사회에 풀어놓는 것은 더욱더 난센스다”라고
지적합니다(103면).2)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사형시키거나 귀양
을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남은 방법은 평생 동안(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감금하는 것뿐이며, 이들은 엄격한 노동강제와 노동착취를 통해 ‘형
벌노예’로 만들어야 하며 징계벌로서의 태형도 반드시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104면 이하). 그러나 어떠한 재소자가 범죄를 자주 저지
른다고 해서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고, 혹시 개선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때릴 수는 없으며, 강제노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
라 개선교화를 위해서 부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선교화를 위해서는
수용자들을 수용하는 환경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치료 중심이라는 말도 이 사람들을 병균처럼 제거하겠다는 뜻이 아

1) 프란츠 폰 리스트(심재우·윤재왕 옮김), 마르부르크 강령, 강, 2012.
2) 독일에서 19세기 말에 범죄의 위협이 증대되었던 점은 사실로 보이는데, 그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력의 행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배경에서 경찰정책도 형사정
책으로 파악하여 경찰의 주된 임무가 질서유지라기보다는 범죄에 대한 투쟁이라고 인
식이 전환되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최준혁, “사전예방 중
심의 형사정책: 예방의 의미, 방법, 한계에 관하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98호, 2014 ․ 여름), 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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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잘 보살펴 사회에 복귀시키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치료가 ‘소용없
다’(nothing works)는 생각에 바로 포기해서도 안되는데, 한편으로는 ‘개선
교화 하겠다’고 국가가 선언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다 소용없다’는
생각은 모든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3) 그런데 수
용자들을 잘 보살피려면 각 수용자들의 특성에 맞게 처우해야 해야 하므
로, 교정업무와 그를 맡은 조직구성원은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이러한 인식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
거나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변화를 거쳐 지금의 모양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스트의 주장은 1882년에 있었던 것
이고, 가령 1980년 당시의 징벌방법 중의 하나인 7일 이내의 감식은 발표
자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반문명적 처우로서 지금은 사라졌으며 기본권
의 중대한 체벌의 내용을 모두 시행규칙에 위임하지도 않습니다. 역사에
대한 반성적 고찰은 현재의 상태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역사적 접근의 하나로서 법무부가 2010년에 낸 대한
민국 교정사는 시대구분에 따라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권은 고대부
터 제4공화국까지, 2권은 제5공화국부터 국민의 정부까지를 서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설명하신 역사적 변화의 내용들은 모두, 결론
에서 말씀하시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장’을 목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토론자로서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자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원칙이 확립되었다는
점은 우리 교정사에서 지적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중 하나는

3) 소위 깨진 창문 이론(broken window theory)의 결과에 대해서는 최준혁, 앞의 글, 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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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접견권인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접견권의 문제를 미결수용자
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2013. 8. 29.에
선고한 2011헌마122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이 사건 접견조항4)에 따르면
수용자는 효율적인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특히 교정시설
내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송자료를 그대로 노출하게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윤리성 및 사회적 책임성은 변호사 접견
권을 이용한 증거인멸, 도주 및 마약 등 금지물품 반입 시도 등의 우려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변호사접견이라 하더라도 교정시설의 질서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한다면
악용될 가능성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접견조항은 과잉금지원
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금치자에게 10일 동안 실외운동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09. 6. 26. 선고 2008다24050 판결은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사건
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개방적 구조 화장실 사용에 대하서는 피해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
정된 것) 제58조(접견)④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동법 시행령 제58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④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25.>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
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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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소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국가배상을 인정했다는 점도 함께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과밀수용에 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두 개에 관한
보충입니다. 2002. 2. 27.의 결정(Az 2 BvR 553/01)이 다룬 헌법소원을
제기한 재소자는 함부르크 시에 위치한 함부르크 퓔스뷔텔 제2교도소
(Justizvollzugsanstalt Hamburg-Fuhlsbüttel II)에 수용되어 있다가 2000년
1월 12일 베를린으로 이감되는 중,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그는 다른 재
소자와 함께 하노버 교도소(Transporthaus)의 독거실에 다른 재소자와 함
께 임시수용 되었습니다. 독거실은 약 7.6제곱미터였는데 방에는 2층침대
하나, 식탁 하나, 의자 두 개, 옷장 하나가 있었고 독거실 안에 세면대와
변기도 있었는데 공간이 따로 구획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재소자와 함께 수용된 재소자는 이 독거실에서 산책을 위해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은 하루에 1시간이었습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하노버 교도소의 구금정원은 81명임에도 불구하고 105명에서 120명 정도
가 지속적으로 수용되어 과밀수용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002. 3. 13.의 결정(Az 2 BvR 261/01)이 다룬 헌법소원을 제기한 재소자
도 함부르크 퓔스뷔텔 제2교도소에 2000년 3월 21일 수감되었는데, 이 교
도소의 과밀수용 문제 때문에 6월 30일까지 다른 재소자 한 명과 함께
약 8제곱미터의 독거실에 수용되었습니다. 독거실의 시설은 위 헌법소원
의 독거실과 동일하였고, 이 혼거수용은 6. 28. 독일 지방법원의 가처분결
정에 의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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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미래와 여성교도관의 역할
- 교정조직의 성 고정관념 수준과 여성교도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김은영*⋅윤옥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논의

Ⅰ. 서론
전통적으로 남성지배적인 직업영역이었던 형사사법체계에도 점차 여성

*

*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조교수, 1저자
**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 교신저자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NRF-2014S1A5A2A0306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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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경, 여변호사, 여검사,
여판사가 낯설지 않으며 그들이 업무수행능력이 남성에게 뒤진다는 주장
은 거의 없다. 그러나 여성의 교정직에의 진출은 매우 제한적이다. 채용
에 있어서도 남성교도관을 몇 백 명 뽑을 때 여성교도관은 고작 몇 십
명 안팎으로 선발한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여성이 절대적으로 적다(7%내외). 이러한 사실은 남녀평등에
대한 법률적 보장이나 일반사회의 견해와 달리 교정직에 있어서만은 여
성의 직업능력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팽배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다(교정통계연보, 2013:20).
즉, 남성수형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privacy issue)와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남성에 비해 신체적으로 열세한 여성이 교도소 내의 규율유지와
통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위험한 상황에서의 대
처능력이 미약할 것이라는 염려 등으로 인해 여성교도관들은 남성교도관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불신 등이 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여성은 교정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성 고정관
념(gender stereotype)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여성은 신체적으로 대단히 연약한 존재이므로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수행할 능력이 없으며, 여성의 정신적 연약함이 교정기관에
서의 다양한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믿음, 여성이라는
존재가 남성수형자들과 동료인 남성교정직원들에게 성적인 대상으로 존
재할 것이라는 염려 그리고 남성수형자들의 사생활의 침해 등이 있다
(Jurik, 1985). 이러한 교정조직의 현실을 달리 표현하자면 여성교도관들
은, 남성성이 직업에서의 성공적 특성으로 인정되고 강조되고 있는 조직
에서, 여성성을 뛰어넘는 역량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부
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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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실은 해외의 여성교도관들의 활동이나 관련 연구들의 보
고와는 상반된다. 남성 중심적인 문화와 직업적 특성이 뚜렷하여 진입장
벽이 높은 형사사법영역에 여성 채용비율의 증가와 활용의 증대를 위해,
국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 등지에서는 형사사법 분야의
고용에 있어 성 차별을 철폐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는 형사사법체계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을 연구하여 여성이 결코 이
러한 범죄예방과 관리 영역에 부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자 노력을 기울여왔다.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
니라, 업무나 영역에 따라서는 남성을 능가하는 역량을 보이며, 교정기관
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특
히 이러한 점은 미국의 경우, 남성수용자의 사동을 관리하는데 있어 여성
교도관이 남성교도관들과 마찬가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극
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국내의 상황은 이와 같지 않아서, 여성교도관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여성의 역량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정직
직원들에 대한 연구도 매우 드물었으며(이언담, 2006; 이수정, 윤옥경,
2006; 이민식, 2006), 교정직원들에 대한 수형자들의 평가를 주제로 다룬
연구는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여성교도관에 대한 절대적 연구의 부족은
이들의 교정기관에서의 입지나 조직 내에서 발전 및 활용의 어려움을 심
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성교도관에 대한 무관심은 이들을 전
체 사회에 기여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잊힌 존재로 보고 있다는 점과 미
래의 여성인력들이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능력을 발휘해야할 영역의 하
나인 교정직에의 진출을 처음부터 크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
이며 시급히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국내의 상황은 앞으로의 교정관련 연구들의 관심과 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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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다양화 되고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즉, 이전의 선행연구
들이 여성교도관들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남성교도관들과 유사한 업
무수행을 하는가에 집중하여왔다면, 앞으로의 연구는 여성교도관이 교정
현장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로서
여성교도관이 지닌 여성성이 교정기관에서 높은 가치로 반영이 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여성교도관들의 특성을 기반으로 여성교정직
원들에 대한 역할확대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접
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성 중심적인 교정조직
문화 내에서의 여성교도관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여성교정직원들의 업무능력 뿐 아니라, 새로이 관심을 가지고 계발하여야
할 여성적 가치에 기반을 둔 교정활동의 확대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제안할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남성
중심의 교정조직에서 남녀교정직원들의 여성 교정직원에 대한 일반적 태
도와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여성교정직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에 대한 분석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 고정관념적인 역할태도를 중심으로
남성교정직원 뿐만 아니라 여성교정직원들 자신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앞으로 여성교도관의 역할영역의 확대
가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을 위해서 남녀 교도관들의
여성교도관의 남성수용자 사동 관리에 대한 태도와 의견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분석하고, 남녀교정직원들의 남성수용자 사동 관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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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여성공무원의 전반적 직무능력 및 역량
전통적으로 형사사법체계는 남성지배적인 직업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으
며 그 중에서도 교정현장에서 근무하는 여성은 수적으로나 비율적으로
더욱 제한되어왔다. 특히, 국내의 경우 남성수형자들이 구금되어 있는 교
도소에는 여성교도관의 비율이 대단히 낮다. 이러한 여성교정직원들의 낮
은 비율에 대한 이유에는 남성교정직원들에 비해 여성교정직원들이 업무
적으로 열세에 있으며, 험악한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강한 체력과 담력 등이 필요한 근무성격과 여성적 특성과
잘 맞지 않다는 염려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기존의 남성위주의 조직에서
여성의 존재가 터부시 되어오던 교정기관의 권위적 문화가 여성의 진입
과 승진에 대해 불편함과 불만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
일 것이다.
이와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지난 수십 년간 남성적인 직업세계에서의
여성의 역량을 남성들과 비교하는 연구들이 해외에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
고 수행되어왔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역량에 대한 비교를 여성과 남성간
의 직업만족도, 직업몰입도, 직업으로 인한 탈진감 및 스트레스 수준, 교정
철학에 대한 태도 및 적법절차의 준수에 대한 태도, 폭력 및 위기상황에서
의 대처능력 등에의 차이, 동료 및 상급자로부터의 수행평가 그리고 수형
자들로 부터의 평가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교정직의 직무능력과 관련된 영역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하여왔다(Blau et al., 1986; Culle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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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Jurik & Halemba, 1984; Jurik & Winn, 1987; Labmbert, Hogan,
Griffin, 2007; Van Voorhis et al., 1991; Wright & Saylor, 1991). 예를 들어,
Lambert와 동료들의 연구에서는(2007) 남녀 교도관들 사이에 교정시설 내
의 절차적 정의나 분배적 정의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이는 극단적인 남성성을 강조하는 교도소를 포함한 교정시설의
환경 및 조직 내에서 수형자들과 동료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하는 절차
적 정의나 분배적 정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여성교정직원들이 남성교정
직원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혹독하고 열악하다
고 여겨지는 교도소의 환경이 이들의 근무태도와 관점에 성별로 다른 영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더 나아가 오히려 분야에 따라서는 여성교정직원의 능력이 더 뛰어나
게 발휘되고 있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Boyd & Grant, 2005).
예를 들면, 일부 선행연구들은 여성교정직원들이 남성교정직원들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임금과 낮은 직급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더 높은 수준의 직업만족도를 보고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Britton, 1997; Glenn et al., 1977; Hodson,
1989; Jackson, 1989; Witt & Nye, 1992).

2. 여성교정직원의 수용자들의 폭력에 대한 대응능력
여성교도관의 역량에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로 제시되었던 것은 무엇
보다도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상황들에 대한 물리적 통제
능력이다. 이는 여성들이 감정적이고, 신체적으로 유약하며, 순종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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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합리성, 목표감, 공격성, 용감함과 때로는
잔인성으로 표현되는 남성성이 요구되는 폭력에 대응하는 자세가 남성과
근본적으로 달라 교도소에서의 폭력행동에 맞설 의지가 없거나 대응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이어서 여성에게는 교도소의 업무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의구심은 여성이 교정기관에 첫 발을 내 디딘 이후부터 근
래 들어 여성교도관들의 업무의 확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속적 의구심에 비해 여성의 남성수형자들의 폭력
행동에 대한 대응력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이 수행되지 못하였지만, 소수
의 선행연구들은 교정직 공무원들이 외부로부터의 도발과 교도소 내의
폭력상황에 대해 느끼는 분노감과 공격적 방어 및 통제수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다(Campbell & Muncer,
1987; Jenne & Kersting, 1996). Jenne와 Kersting(1996)의 연구는 여성교
도관들은 교정시설 내의 문제행동의 발생 시 남성공무원들과 유사한 빈
도로 무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폭력적인 상황에서 공격적 통제수단을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물어보
는 문항에서 남녀 교정공무원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은
공격적 통제수단의 사용은 다른 통제수단이 없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고 공격적 수단을 사용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평
가하였지만, 남성은 공격적 통제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폭력상황에서 통제
력을 획득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공격적 통제방법 사용의
빈도와 방법에 관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낮은 빈도로 그리고 덜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 Muncer, 1987). 또한
여성은 공격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폭력적 상황에서 자기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성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폭력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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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교도관이 심각한 수준의 폭력
적 남성수형자들과 대면하였을 때는 여성이 지니는 성역할로 인한 일반
적 특성과 관련된 여성적 제한점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Jenne와 Kersting(1996)의 양적 연구에서는 남성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교도관들과 남성교도관들이 사용하는 공격적 수단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여성교도관들이 남성교도관들에 비해 더 공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Jenne와 Kersting은 교도관들의 직업
적 사회화와 교정직의 업무가 요구하는 특성들이 여성과 남성교도관들
간에 유사성을 증가시키고 차이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성고정관념적 교정조직문화와 교도관의 인식
여성이 남성중심의 문화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교정기관에 진입하게
되는 데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는 바로 여성교도관
에 대한 교정기관의 남성중심의 조직적 또는 문화적 대응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남성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여성교도관들이 경험해야할 가장
큰 저항은 바로 동료 남성교도관들로부터 경험하는 차별적 견해라고 지
적하였다. 교정직의 남성적 문화에서 남성교도관의 여성교도관에 대한 태
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남성교도관들이 여성교도관들에 대한 적개심이
존재한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개심은 단지 남성교도
관들의 개인적인 수준의 사회심리학적 특성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남성중
심의 직업군에 여성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자 하는 환경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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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조직적 구조와 문화적 특성이라고 주장하였다(Holland et al., 1979;
Jurik, 1985; Jurik & Halemba, 1984; Kanter, 1976; 1977; Kissell &
Katasampes, 1980; Petersen, 1982; Zimmer, 1985).
남성수형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의 여성교도관들에 대한 연구에
서 Zimmer(1985)는 여성교도관들이 대면하게 되는 첫 번째 조직의 어려
움은 바로 개별 남성교도관들의 여성교도관들에 대한 적개심이라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적개심은 새로운 여성교도관들이 배치될 때 가장 강력하
고 두드러진 방식으로 유지되며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고 단지 더
은밀한 방식으로 여성교도관에 대한 성적인 루머나, 성적 괴롭힘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남성교도관들이 극도의 남성성을 나타
내는 직업인 교도관의 세계에 여성교도관들이 그들의 영역을 벗어난 침
입자들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남성교도관들의 관점에서 여성교
도관들의 존재는 교정직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교도관들의 힘
의 동질성과 남성성에 대한 믿음을 위협하는 사건들인 것이다. 따라서 남
성교도관들은 여성교도관이 교도소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 강경한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며 여성의 존재가 그들의 개인적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교도소의 보안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Jurik과 Halemba(1984)의 연구는 남성교도관들이 업무를 수행하
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업무의 문제 중 52%가 남성교정직 상사들과 사이에서
발생하고 36%는 수형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나머지 15%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여성교도관들은 남성상
사로 인한 문제는 56%, 동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41%, 그리고 수형자들
로 인한 문제를 지적한 여성교정직공무원은 단지 3%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남성 중심적 조직 내에서 여성교도관은 여성성이 가지는 성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여성교도관들이 남성수형자들과 감정적으로 연루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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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는 상당한 걱정과 우려의 대상이 된다(Jurik, 1985; 378-379).
Jurik(1985)의 연구는 남성교도관들과 상급관리자들이 여성이 신체적 허약
함과 감정적 특성으로 인해서 교도소 내의 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운 특성
뿐 만아니라 그들의 여성성이 교도소 내에서 남성수형자들에게 성적인
대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남성수형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문성을 결
여한 관계 및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걱정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실제로 최근에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여성교도관의 남성수형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의 형성이나 남성수형자들의
교도소내의 밀거래를 돕기 위한 마약 등의 밀수범죄에 관여된 범죄사례
등이 조직 내의 남성교도관들의 염려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와 같은 사례들은 전체 여성교도관들의 사례에 있
어서 1-2 사례로 그쳐 극소수의 사건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에 비해 남성교도관들의 교도소 내 여성수형자에 대한 성추행 및 범죄와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정기관에서 문제가 제기 될 정도로 만연이
되어있는 사실이란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교정직에 대한 여성의 부적합성에 관해 만연되어 있으나 입
증되지는 않은 염려들에 대해서 Kanter(1976, 1977)는 여성이 전통적으로
여성적이지 않은 직업군에 진입하려할 때, 그 조직의 구조와 특성은 여성
의 활동에 큰 방해물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여성들이 조직에서 성공적
으로 활약할지 또는 실패할지 여부는 그 여성의 개인적 단위의 특성들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상황의 영향에 의해 여
성의 조직에의 통합과 승진 등에의 기회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anter는 여성이 특정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기회의 구조, 조직의 권력구조, 그리고 조직 내 성별의 구성 비율이라고 주
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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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교도관에 대한 국내연구의 필요성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여성교정직원들의 업무능력이 남성교
정직원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
고, 직업인으로서의 공정한 대우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인식의
배경에는 교정영역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목표가 응보와 복수에서 교정교화를 통
한 성공적 사회재복귀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정의 목적이
범죄자의 인성과 행동을 교정하고, 심리적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이 같은 범죄자의 처우의 바탕에는 공감과 배려
가 매우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공감과 배려는 여성성의 가장 큰 특징이며,
따라서 여성의 교정직 진출은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의 교정현장에서 여성
교도관은 수적으로나 권한의 측면에서 남성교도관에 비해서 매우 약한
지위에 있다. 그리고 여성교도관의 역할의 확대나 능력의 검증에 대한 연
구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실제로 국내의 연구들 중 여성의 역량과 남성교도소에서 여성교도관으
로서의 근무능력, 여성교정직원들이 수형자들 및 동료 남성교도관들로부
터 받는 평가 등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
다. 단지 매우 소수의 연구에서 교정직 공무원들의 태도와 인식, 직업만
족도, 직업몰입도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
으며(이언담, 2006; 이수정, 윤옥경, 2006; 이민식, 2006), 그 연구들 중에
도 교정직 공무원들의 성별을 분석을 위한 변수의 하나로만 간주하고 있
는 연구들은 더 적다(이언담, 2006; 이공희, 2010). 그 중, 이언담(200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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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278명의 7급 교정공무원 승진자 과정에 입교한 교정공무원을 대
상으로 교정공무원의 성별, 근무기간, 시설의 특성의 차이가 교도관의 태
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남
성교도관들에 비해서 여성교도관들이 조직 내의 대인관계와 조직에 대한
충성도, 애착도 그리고 보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그리고 이공희(2010)의 석사논문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의 교정공무원
의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은 조직몰입도로서 남성교도관의 몰입도가 여성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교정공무원들
의 업무수행 등에 대한 남녀의 비교를 위한 분석에서 성별변수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여성교도관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국내의 상황은 여성교
도관의 선발확대나 교정기관 내에서의 성공과 발전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사회의 안전과 수형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해 기여하는 여성교
도관이 잊힌 존재로 취급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의 역
할과 능력의 확대를 위한 관심과 연구가 뒷받침되어야만 이들의 성공적인
직무수행과 한국의 교정문화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첫째, 한국의 교정문화가 여성교정직원에 대해 남
성지배적인 교정의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남
녀교정직원들의 여성 교정직원에 대한 일반적 태도와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여성교정직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여성
에 대한 성 고정관념적인 역할태도를 중심으로 남성교정직원 뿐만 아니
라 여성교정직원들 자신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지 비교분석하고
자 한다. 둘째, 미래의 여성교도관의 역할의 확대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남녀교정직원들의 남성수용자 사동관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86❙ 韓國矯正學會

Ⅲ. 연구방법
1. 표본 및 데이터수집
이 연구는 여성교도관의 업무능력 및 역량에 대한 교정직원들의 태도
와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의 사전 허가를 얻어서 2015
년 8월 한 달 동안 전국 4개청(서울, 대구, 대전, 광주) 산하 12개의 교도
소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중 여성과 남성 각 250명(총 500명)을 표집할
당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중 연구에 자원한 교정직원 448명의
설문조사 결과가 최종연구에 사용되었다.

2. 변수
1) 종속변수
여성교정직원의 남성수용자 사동 관리에 대한 인식. 여성의 남성수용자
사동 관리에 여성교정직원의 참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질문에 대
한 설문응답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설문 참여자들은 “여성교도관도
남자수용자를 교정하고 관리하는 데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상하
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4가지 단계의 라이커트 스케일(‘1= 매우 반대한다’에서
‘4 = 매우 찬성한다’)에 응답하도록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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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성 고정관념인식. 이 연구의 가장 주요한 독립변수는 교정직원들의 여
성 직원들에 대한 성 고정관념으로 인한 인식이다. 교정직원들의 성 고정
관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20문항의 질문이 제시되었다.
20문항은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교정직원의 성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와
문헌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성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교정직원들의 7단위의 라이커트 스케일(‘1= 전
혀 아니다’에서 ‘7=정말 그렇다’까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Ward의 군집분
석의 기법(Hierarchical Cluster Analysis)한 결과 20문항의 질문들이 4가지
의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나눠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어진 요인분석에서도 4가지 요인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재확인되었다. 군집분석의 분석결과인 계통도(Dendrogram)의 결과와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20문항의 성 고정관념인식은 4가지 하위단
위로 구분되었고, 각각의 하위단위의 고정관념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종합
변수화하여 회귀분석에 개별적인 독립변수로 사용되었다 <표 1>.
성 고정관념인식의 4가지 하위단위를 변수화 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교정직원의 여성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이 변수는 여성교정직
원들의 여성성이 교정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과 태
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들이다. 설문문항은 “여자교도관들이 교정직원들
사이의 갈등이나 경직된 분위기를 좀 더 편안하게 한다,” “여자교도관들
과 함께 일할 때 분위기가 편해지는 장점이 있다,” “여자교도관들 역시
교정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여자교도관들이 남자수
용자들의 심리적 불안이나 공격적 행동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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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 위해서 설문응답을 반대방향으로 재코딩하여 종합변수로
사용하였다.
(2) 수용자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 이 변수는 여성교정직원들의 여성성
이 남자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일 것이라는 인식과 태도
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여자교도관은 수용자들에게 이성의 대상
이 되기 때문에 남자 수용자들이 수용된 교도소에서 근무해서는 안 된
다,” “여자교도관들이 남자 수용자들의 교정시설에서 일하게 된다면, 남자
수용자의 사생활(취침, 화장실 사용 등)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리고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사동에 들어가게 된다면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될 위험이 아주 높다.” 이 문항들은 분석을 위해서 하나의 종합변수
로 사용되었다.
(3) 역할관련 성 고정관념적 인식. 이 질문문항들은 여성교정직원들의
여성성이 교정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직무역할과 관련된 일반적인 성
고정관념들을 측정하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교도관의 직업은 여자에
게 맞지 않는 직업이다,” “교도소 내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여
자교도관의 대응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때, 여자
교도관에게 내 생명이나 안전을 맡길 수 없다,” “여자교도관은 남자교도
관보다 조직충성도가 낮다,” “여자교도관에게 더 잘 어울리는 교정직업무
가 따로 있다,” “교정직은 남자들의 세계이고 이러한 세계에 침범한 여자
교도관들은 교정활동에 오히려 불편함을 만들어 낸다,” “여자교도관들이
남자수형자들의 심리적 불안이나 공격적 행동을 오히려 심각하게 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휴식시간에 남자교도관들이 서로 편안하게
얘기하고 농담을 하려고 해도 여자교도관들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다.” 이
문항들은 분석을 위해서 하나의 종합변수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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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부정적인식. 그 외에 기타의 부정적 인식들이 하나의 변수로
묶여서 사용되었다. “여자교도관이 동료남자교도관의 업무 등에 대해 지
적을 하면 다른 남자교도관 동료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 보다 더 기분이
나쁘다,” “여자직원(간호사, 임상상담사 등)은 성적 농담을 하는 남자 수
용자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이러한 상황이 남자교도관들에게도 수치가 된
다,” “여자직원(간호사, 임상상담사 등)들은 동료 남자교도관들이나 수용
자들에게서 성적 희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직업을 선택
한 것이다,” “여자교도관들은 승진에 별 관심이 없다,” 그리고 “교정조직
에서는 여직원을 차별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러한 기타 부정적 인식들은
역할관련 성 고정관념적 인식이나 남자수용자 관련 부정적 인식 등의 내
용이 포함되지만 다른 변수로 구분된 이유는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 수행
한 군집분석에서 보여주고 있는 계통도(Dendrogram)의 결과 나타난 설문
참여자들의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설문문항들을 따로 구분한 것이다.
이 중 마지막 설문문항은 분석을 위해서 역방향으로 재코딩하여 나머지
질문들에 대한 응답과 함께 종합변수로 사용되었다.

3) 통제변수
설문에 참여한 교정직원들의 성별(남=1, 여=0), 교정기관의 근무기간(개
월), 보안과 근무여부(보안과 근무=1, 나머지 부서=0), 학력(1=초등학교졸
업,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대학교 졸업, 5=대학원 이상), 가
족월수입, 사회적 네트워크(“당신이 가깝게 지내는 가족구성원과 친구들
중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당신은 자신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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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숫자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10=매우 만족한다’)가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설문에 참가한 교정직원들의 여성교
정직원에 대한 성 고정관념적 인식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군집분석을 수
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독립변수들을 만들었다.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분석으로 들어가서, 설문에 참여
한 교정직원들의 특성과 연구분석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어서 남녀교정직원들의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일반적 태도
와 인식 및 여성교정직원의 남성수용자 사동 관리에 대한 태도 등 주요
변수들로 사용된 항목들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조시하기 위해 t 검정분
석(t-test)을 수행하였다<표 2>. 둘째, 각 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
계분석을 수행하였다<표 3>.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를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 등을 통해서 남성이나 여성교정직원들
이 여성교정직원들의 남자수용자 사동 관리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들을 포함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
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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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연구에 참여한 남녀교정직원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 및
t 검정결과
<표 1> 교정직원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 및 t 검정결과
(총 = 448명)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알파 평균차이
(비율%)

t 값

종속변수
여성교정직원의 남성수용자
사동관리에 대한 인식

2.66

.79

1

4

--

-.10

-1.31

여성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3.31

1.13

1

7

.84

-.54

-4.78***

남자수용자관련 부정적 인식

3.95

1.46

1

7

.78

.05

.39

역할관련 성고정관념적 인식

3.34

1.06

1

7

.86

-.76

-7.36***

기타 부정적 인식

5.80

3.32

1

7

.52

-.15

-1.94

보안과 (=1;비보안과(기타)=0) (58%)

--

0

1

--

.18

6.13***

성별(남자 =1, 여자 = 0)

(61.5%)

--

0

1

--

--

--

근무기간(월)

154.94

98.44

1

432

--

32.95

3.43**

독립변수

교육수준

3.87

.42

1

5

--

.06

1.52

가족월수입

3.21

1.33

1

5

--

.98

7.82***

사회적 관계

4.50

2.54

0

15

--

-.52

-2.09*

삶의 만족도

6.31

1.76

0

10

--

.23

1.34

* P < 0.05, ** P < 0.01, *** P < 0.001

이 연구에 참가한 교정직원들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분석에 사용된 주
요 변수들의 특징, 그리고 남녀 간의 차이가 <표 1>에 제시되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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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한 교정직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살펴보면, 전체 교정
직원들 중 남자의 비율이 각각 61.5%와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남녀교정직원들 중 설문당시 보안과에 근무하고 있는
교정직원은 전체의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근무 개월 수는
155개월로서 가장 적게 근무한 1개월 근무기간의 직원들로부터 가장오랫
동안 근무한 직원인 432개월 근무자가 표본에 포함된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들의 평균교육수준(3.87)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가 가장 평균
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평균월수입(3.21)은
약 3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의 수입이 평균적 가정 월수입이었다.
교정직원들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들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4명 이상이었으며, 가장 적은 수는
0명이었고, 가장 많은 수를 제시한 직원은 15명과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교정직원들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보통이상’
(6.23)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과 기타 통제변수들 중에서 남녀교정직원
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test 결과 남녀교정직원들 간에 통
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은 보안과 근무여부, 근무기
간, 가정 월수입, 사회적 관계의 4가지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보안과에 근무하는 남성교정직원의 수가 18% 더
많으며, 이는 여성교정직원의 수에 비해 통계적 차이가 있을 정도로 많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t값 = 6.13***). 또한 근무기간 역시 남성교정직원
들이 여성교정직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32개월 이상 더 장기 근무하
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녀교정직원들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값 = 3.43**). 가정월수입은 역시 남성교정직원들의 수입이
여성교정직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1단계 정도 높은 수입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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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값 = 7.82***). 즉, 여성교정직원들의 가족 월평균
수입은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전체 교정직
원들의 가족월평균수입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와 관련해서는 남성교정직원과 여성교정직원들이 대화할 수 있는 가
까운 사람들의 평균 숫자는 4명 이상이었으나, 남성교정직원들이 대화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값 = -2.09*).
이어서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기술적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종속변수인 여성교정직원들의 남성수용자 사동 관리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평균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와 관련해서 남녀교정직원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남성교
정직원이나 여성교정직원 이러한 반대의견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주요 독립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교정직원의 여성성에 대
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는 남녀교정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여성성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여성교정직원들의 여
성성이 남자수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부
분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분석을 위해 역방향으로 재코딩하여 평
균값으로 나타난 3은 ‘그런 편이다’를 의미함). 그리고 남자수용자관련 부
정적 인식,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역할에 대한 성 고정관념적 인식에 대
해서도 평균적으로 ‘아닌 편이다’로 응답하여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심각
한 성 고정관념적 태도가 직설적으로 노출되고 있지는 않음을 보여주었
다. 그러나 기타 부정적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그런 편이
다’ 이거나 ‘거의 그런 편이다’를 평균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서 앞
선 문항들에 비해 여성교정직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직선
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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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녀교정직원들의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에 대한 t 검정 분석결과
남녀 교정직원들의 여성에 대한 성 고정관념적 인식의 차이를 보다 구
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교정직원들의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성 고정관념적 인식 대한 군집분석의 결과에 따라 분류한 인식의 하위유
형에 따른 각 설문항목별 남녀교정직원들의 인식의 차이를 t 검정을 수
행하였다<표 2>. 앞서 변수정의와 기술적 분석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집분석의 결과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교정직원들의 아래의 4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이 되었다. 이와 같은 구분은 요인분석에서도 동일하게 확
인이 되었다.
t 검증 결과 성 고정관념인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은 여성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측정하는 4개 전체 문항들과, 업무관련 성 고정관념
적 인식을 측정하는 8개 전체 문항들, 그리고 기타 부정적 인식을 측정하
는 전체 5개의 문항들 중 2개의 문항들에서 남녀교정직원들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타 부정적 인식들 중 차이가 있는 문
항들은 여자교도관의 승진에 대한 관심과 교정조직에서 여직원을 차별하
는 분위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성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는 여성교정직원들이 자신
들의 존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더 높은 점수를
주었고, 업무관련 성 고정관념적 인식과 태도에서는 남성교정직원들이 여
성교정직원들에 대해 더 높은 성 고정적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교정기관에서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차별의
인식부분인데, 여성교정직원들은 기관에서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
야기 한 반면에 남성교정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인식하여 이 부

한국교정 70년의 회고와 전망

❙ 95

분에서 가장 남녀교정직원들의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수용자관리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을 측정하는 설문항목들은 모
두 남녀교정직원들 간에 인식이나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서, 여성교
정직원들이 남성수용자와 관련된 자신들의 업무와 근무여건 등에 대해서
는 남성교정직원들의 인식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성 고정관념적 인식의 군집분석결과
및 남녀 교정직원 인식 t 검정 분석결과
군집
분류

설문항목

t값
(평균차이)

여자교도관들이 교정직원들 사이의 갈등이나 경직된 분위기를 좀 더 -3.13**
(-.42)
편안하게 한다. (역방향 재코딩)
여자교도관들과 함께 일할 때 분위기가 편해지는 장점이 있다.(역방향
여성성에 재코딩)
대한
긍정적
여자교도관들 역시 교정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다. (역방향 재
인식
코딩)

-3.75***
(-.51)
-5.35***
(-.73)

여자교도관들이 남자수용자들의 심리적 불안이나 공격적 행동을 완화 -3.60***
(-.51)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역방향 재코딩)

수용자
관리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

여자교도관은 수용자들에게 이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남자 수용자들 -.12
(.90)
이 수용된 교도소에서 근무해서는 안 된다.
여자교도관들이 남자 수용자들의 교정시설에서 일하게 된다면, 남자수 .28
(.04)
용자의 사생활(취침, 화장실 사용 등)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사동에 들어가게 된다면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 1.02
(.17)
될 위험이 아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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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분류

t값

설문항목

(평균차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교도관의 직업은 여자에게 맞지 않는 직업이다.

-3.62***
(-.52)

교도소 내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여자교도관의 대응능력을 -8.76***
(-1.30)
신뢰할 수 없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때, 여자교도관에게 내 생명이나 안전을 맡길 수 -7.97***
(-1.29)
없다.
업무
여자교도관은 남자교도관보다 조직충성도가 낮다.
관련
성 고정
관념적 여자교도관에게 더 잘 어울리는 교정직업무가 따로 있다.
인식

-7.42***
(-1.09)
-3.70***
(-.60)

교정직은 남자들의 세계이고 이러한 세계에 침범한 여자교도관들은 교 -4.39***
(-.57)
정활동에 오히려 불편함을 만들어 낸다.
여자교도관들이 남자수형자들의 심리적 불안이나 공격적 행동을 오히 -2.27*
(-.30)
려 심각하게 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휴식시간에 남자교도관들이 서로 편안하게 얘기하고 농담을 하려고 해 -2.42***
(-.34)
도 여자교도관들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다.
여자교도관이 동료남자교도관의 업무 등에 대해 지적을 하면 다른 남 .94
(.15)
자교도관 동료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 보다 더 기분이 나쁘다.
여자직원(간호사, 임상상담사 등)은 성적 농담을 하는 남자 수용자들의 1.07
(.18)
놀림거리가 되고 이러한 상황이 남자교도관들에게도 수치가 된다.
기타
부정적
인식

여자직원(간호사, 임상상담사 등)들은 동료 남자교도관들이나 수용자들

.22
에게서 성적 희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직업을 선택한
(.03)
것이다.
여자교도관들은 승진에 별 관심이 없다.

2.12*
(26)

교정조직에서는 여직원을 차별하는 분위기가 있다(역방향 재고딩)

-10.20***
(-1.45)

한국교정 70년의 회고와 전망

❙ 97

3.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3> 주요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분석결과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06

1

(3) -.14**

-.27**

1

(4) -.08

-.16**

-.05

(5)

-.07

.00

(6) -.03

-.35**

.01

(7) -.09*

.10*

.01

-.05

-.02

-.06*

.04

.04

.08

-.01

-.06

-.03

-.13** -.14** -.19** 1

.12*

.03

-.07

-.01

(8)

.03

.00

(9) -.10*
(10) -.58**

.23**
-.02

1
-.20** 1
.36**

.02

(11) -.15**

.35**

-.13**

.01

.00

(12) -.14**

.09

-.04

.03

-.02

1
.06
.24**

1
.19** 1

.03

-.06

.10* 1

-.14** -.07

-.21**

.37** .39** 1

-.07

-.16**

.22** .26** .39** 1

-.04

* P < 0.05: ** P < 0.01
변수: (1) 여성교정직원의 남성수용자 사동 관리에 대한 인식 ; (2)성별; (3);보안과 여부
(4) 근무개월 수; (5)학력; (6) 가족월수입; (7) 사회관계정도; (8) 삶의 만족도;
(9)여성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10) 남자 수용자관련 부정적 인식;(11) 역할관련 성
고정관념적 인식; (12) 역할관련 성 고정관념적 인식; (13) 기타 부정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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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은 이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와 주요 독립변수 및 통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변량변수의 상관관
계에서는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보안과 근무여부, 사
회적 관계정도, 그리고 성 고정관념적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는 4가지 주
요 독립변수들이었다. 이들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다음에 제시될 다중회귀
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주요 독립변수들은 교정직 여자직원들에 대한 교정문화의 성
고정관념적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변수들이어서 상호간
의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독립변수들과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대부분의 변수
들의 상관관계계수가 .40을 넘지 않고 있어서 다중공선성문제의 위험이
낮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3. 여성교도관들의 남자수용자 사동관리에 대한 의견 및
태도의 회귀분석결과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인 여성교도관들의 남자수용자 사동
관리에 대한 교정직원들의 의견에 여성에 대한 성고정적 관념이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이 수행되었다<표 4>. 첫
번째 회귀분석의 모델 1에서는 통제변수들의 종속변수인 여성교도관의
남자수용자 사동 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들을 검증하
였다. 분석결과 여성교도관들의 남자수용자 사동 관리에 보안과에 근무여
부와 사회적 관계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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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보여주었다. 즉, 교정직원이 보안과에 근무하는 직원일수록(Beta =
-.11*)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을수록(Beta =
-.14***) 여성교도관들의 남성수용자 사동 관리를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 외의 변수들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이어서 모델 2는 이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교정직원들의 성 고정관
념적 인식이 여성교도관들의 남자수용자 사동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가운데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통계변수들의 영향력들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크기는 감소
하였지만 사회적 관계의 정도의 영향력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으나(Beta = -.11**), 보안과 근무여부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약해졌다
(Beta = -.09, P = 0.052).
이어서 주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들을 살펴보면, 성 고정관념적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는 4가지의 변수들 중 기타 부정적 인식을 제외한 3개의
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흥미
로운 것은 각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간의 영향력의 방향성이다. 먼저, 예
상했던 바와 같이 여성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Beta = -.14**)을 낮게 평가
할수록, 그리고 남성수용자 관련 부정적 인식(Beta = -.63***)이 높을수록
성교도관들의 남성수용자 사동 관리로의 업무영역의 확대에 대해 교정직
원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교정직원들
간에 남성수용자와 관련된 여성교정직원들의 역할능력에 대한 인식이나
여성교정직원들의 여성성이 미치는 영향력 등이 남성수용자 사동 관리에
있어서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발견된 방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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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흥미롭게도 교정직원들의 업무역할과 관련된 성 고정관념적 인
식(Beta = .22***)이 높을수록, 여성교도관들의 남성수용자 사동 관리로의
업무영역의 확대에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 이러한 발견은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방향성과는 일치
하지 않는 결과이다.

<표 4> 여성교도관의 남성수용자 사동 관리로의 역할확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변수

Model 1
b

S.E

Model 2
Beta

b

S.E

Beta

여성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10

.03

-.14**

남자 수용자 관련
부정적 인식

-.36

.03

-.63***

성고정관념적 인식

.17

.05

.22***

기타 부정적 인식

-.05

.06

-.06

성별(남자 =1)

-.066

.49

-.02

-.05

.09

-.03

보안과
(보안과 =1, 비보안과=0)

-.24

.11

-.11*

-.03

.08

-.02

근무기간(월)

-.00

.00

-.10

-.00

.00

-.09

교육수준

-.03

.11

-.01

-.08

.09

-.04

가족 월수입

.00

.04

.00

-.00

.03

-.00

사회적 관계

-.06

.01

-.14***

-.04

.01

-.11**

삶의 만족도

.02

.02

.02

.02

.04

.04

R-squre

.06

.38

F 값

2.67*

19.25***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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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한국의 교정문화에서 여성교정직원에 대해 남성지배적인 교
정의 조직문화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와 같은 인식과 태도가 미래의 여성
교도관의 역할의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
었다. 이를 위해 전국 12개의 교도소에서 총 448명의 남녀교정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남녀교정직원들의 성고정적인식과 태도를 t 검증을
통해 비교분석하고, 이와 같은 성 고정관념적 인식과 태도가 앞으로의 여
성교도관의 남성수용자 사동 관리에 대한 남녀교정직원들의 태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하였다.
첫째,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성고정적인식과 태도의 현황에 대해 이해하
기 위한 군집분석에서 연구설문에 참여한 남녀교정직원들의 인식은 여성
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 남자수용자 관련 부정적 인식, 역할관련
성고정적 인식, 그리고 기타 부정적 인식의 네 가지 하위요인들로 구분된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첫째, 여성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에 관해
서는 남녀교정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여성교정직원들의 여성성이 남자수용
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남자수용자관련 부정적 인식,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역할에 대한 성 고정관념적 인식과 관련해서도 남녀교정직원들의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심각한 성 고정관념적 태도를 가
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타 부정적 인식을 측정하
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여성교정직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직선적으
로 나타나는 일부 의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군집분석의 목적은 설문에 응답하는 참여자들의 인식의 반응을 군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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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는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보다 높은 성 고정관념적 인식과 태도가
반영된 설문문항들이 앞선 하위항목에 포함되지 못하고 기타 항목들로
포함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타 부정적 인식의 항목들에 나타나는
설문항목들의 인식들, 예를 들면, “여자교도관이 동료남자교도관의 업무
등에 대해 지적을 하면 다른 남자교도관 동료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 보
다 더 기분이 나쁘다,” “여자직원(간호사, 임상상담사 등)은 성적 농담을
하는 남자 수용자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이러한 상황이 남자교도관들에게
도 수치가 된다,” “여자직원(간호사, 임상상담사 등)들은 동료 남자교도관
들이나 수용자들에게서 성적 희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직업을 선택한 것이다,” “여자교도관들은 승진에 별 관심이 없다,” 그리고
“교정조직에서는 여직원을 차별하는 분위기가 있다” 의 인식이 아직까지
한국의 교정문화에 여성에 대한 성 고정관념적인 편향성을 보여주는 인
식과 태도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
은 교정직원들의 생각들의 원인과 그러한 인식들의 편향성을 해결해 줄
필요성에 대해 정책적으로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둘째, 여성교정직원들에 대한 성 고정관념적 인식에 있어서 남녀교정직
원의 차이를 검증한 t 검증결과는, 여성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들, 업무관
련 성 고정관념적 인식들, 그리고 기타 부정적 인식을 타나내는 문항들
중 일부의 문항들에서 남녀교정직원들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타 부정적 인식들 중 차이가 있는 문항들은 여자교도관의
승진에 대한 관심과 교정조직에서 여직원을 차별하는 분위기에 대한 인
식과 태도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예상한 바와 같이, 여성성의 교
정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영향력에 동의하는 집단은 여성교정직원
들이었으며, 업무와 관련된 성 고정관념적 인식과 태도는 남성교정직원들
이 더 부정적인 견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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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인식 중, 교정조직 내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식과 관
련해서 남녀교정직원들이 인식하는 교정기관 내에서의 차별에 대한 인식
의 차이가 전체 문항들 중 남녀교정직원들의 인식과 태도의 차이들 중
가장 큰 부분이어서, 여성교정직원들이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중에 느끼
는 차별적 인식과 문화가 가장 심각한 성 고정관념적 인식의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성 고정관념적 인식의 남녀교정직원들의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
는 연구결과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수용자관리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을 측정하는 설문항목들은 모두 남녀교정직원들 간에 인식이나 태도
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내포하는 것은 남
녀교정직원들에게서 여전히 여성교정직원들의 업무와 관련한 성 고정관
념적 인식들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지만, 여성교정직원들이 남성수용자와
관련된 자신들의 업무능력이나 남자수용자 사동을 관리하는 환경에서 나
타날 수 있는 여성성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남성교정직원들의
인식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상했던 방향의 남성교정직
원들의 인식과 달리, 이러한 여성교정직원들의 반응이나 인식은 남성수용
자관리에 있어서 가능한 설명은 여성교정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있어 실제
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거나, 또는 여성교정직원들의 남
성수용자 사동 관리의 업무와 관련해서 성 고정관념적 인식이 이미 조직
생활 가운데 반영된 것일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을 현재의 분석
결과만으로는 명확히 이해할 수는 없어 앞으로 보다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주요 목적인 여성교도관의 남성수용자 사동 관리로
의 역할영역의 확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회귀
분석결과, 성 고적관념적 인식들이 대부분 이러한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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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종속변수인 여성교정직원들의 남
성수용자 사동 관리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남녀교정직원
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면, 전체 교정직원들이 여성교도관의 남성수용
자 사동 관리에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부정적인 견해에 남녀교정
직원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해서는 다
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즉, 여성교정직원들이 남자수용자 사동
관리로의 영역확대가 자신들의 근무능력이나 역할확대의 기회로 보고 있
지 않거나, 또는 여성교정직원들 자체가 이미 조직의 성 고정관념적 인식
과 태도를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역시
현재의 연구만으로는 명확한 설명을 제시할 수 없어 앞으로 더 연구되어
야 할 부분일 것이다.1)
이어서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들의 영향력만을 분석한
결과(모델1)에서는 교정직원이 보안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거나 자신의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을수록 여성교도관들의 남성수
용자 사동 관리에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회
적 관계를 측정하는 변수는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성고정적 인식과 태도
의 주요 변수들이 포함된 분석(모델 2)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현재 보안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에
남성수용자 사동관리업무의 어려움, 체력적인 도전, 그리고 다양한 문제
점들에 대한 현재적 인식이 반영되어 신체적으로 열세에 있는 여성교도

1) 같은 주제에 대해 남녀교도관 심층면접 결과 여자교도관의 남자사동 관리에 대한 찬성
의견도 많이 있었다. 남자교도관들은 업무의 중요성과 공평성의 차원에서, 여자교도관
들은 범죄자 교정교화에 있어서의 여성의 긍정적 역할을 이유로 들었다. 질적 면접연구
자료에 대한 심층분석은 추후 별도의 작업을 통해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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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이에게 적당한 업무가 아니라는 인식이 더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
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교정직원들 간에 이러한 부정적 의견이 더 높은 것은 교정직원들
사이에서 교정문화의 일부인 여성교정직원들에 대한 성 고정관념적 인식
들을 반영하는 대화가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었을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교정기관의 문화가 대화와 소통을 통
해서 교정직원들 사이에 학습되고 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다. 역시 이러한 설명들은 현재의 연구결과만으로는 명확히 이해될 수
없어서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그리고 남녀교정직원들의 성 고정관념적 인식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
과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근거로 예상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성성
에 대한 긍정적인식이 낮을수록, 남성수용자 관련 부정적 인식이 높을수
록 성교도관들의 남성수용자 사동 관리로의 업무영역의 확대에 대해 교
정직원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
나 흥미로운 것은 교정직원들의 업무역할과 관련된 성 고정관념적 인식
이 더 심각할수록, 여성교도관들의 남성수용자 사동 관리로의 업무영역의
확대를 찬성하는 인식과 태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방향성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발견에 내포된 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가능성
에 대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남녀교정직원들이 일반적으로는
여성교도관들의 남성수용자 사동관리에 있어서 현재의 업무능력이나 위
기대응능력 그리고 교정직에 대한 적합성이 다소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앞으로의 역할확대를 통해서 여성교도관의 업무능력의 향상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반영일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설명의 가능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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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녀교정직원들 중 특히 어렵고 힘든 교정업무, 예를 들어 남성수용자
사동 관리 및 계호 등의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남자교정직원들에게서
여성교도관들도 교도관인 이상 여성교도관들의 업무능력 등에서 나타나
는 경쟁력저하에도 불구하고 남성교도관들과 마찬가지의 업무를 수행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여성과 남성교정직원의 양성평등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인식도
포함될 수 있으나 보안과 근무 및 계호업무 등의 힘든 업무의 대부분을
소화해야 하는 남성교정직원들 사이에서 일면 역차별적인 불평등을 경험
하고 있다는 불만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러
한 설명 역시 현재의 분석결과만으로는 명확히 할 수 없어 이후의 연구
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여성이 교정기관에 진입하고 성공
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일원이 되는 데 있어서 경험해야할 가장 큰 어려
움은 바로 동료 남성교도관들로부터 경험하는 차별적 견해라고 지적해오
고 있다. 이는 남성주도적 교정문화에서는 여성교정직원들이 단순히 성차
별적 고정관념으로 업무영역이나 승진, 영향력 등에서 차별받는데 그치지
않고 남성교도관들로부터 교정직의 조직적 구조와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형성된 여성교도관들에 대한 적개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들은 해석하면, 한국의 교정현장에서도 여성교정직원들이 남
성교정직원들로부터 성고정관념적 차별을 경험하고, 국외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여성교정직원들을 동질성있는 동료들로 보기보다는 적대적인 인
식이나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성교정직원들의 교도소내의 여성교정직원들의
존재에 대해서 하는 것에 일부는 불편함, 적대감, 또는 또 다른 형식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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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교도소 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은 결국 교정기관
에서 근무하는 남녀교정직원들의 모두에게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인
식과 태도가 아직은 형성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즉, 여성이 남성과 같은 업무능력과 교정직에 부적합하지 않다는
생각과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견과 태도는 실제로 교정
직원들 간에 ‘당위성’에 입각한 인지적 노력이고, 실제의 업무영역확대라
던지, 근무부서에의 배정 등의 당면한 문제나 개인의 실제적 관심이 걸려
있는 정책적인 고려에는 남녀교정직원 모두에게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성
고정관념적 인식이 작동한다는 점이다. 먼저, 남성교정직원들의 경우, 여
성교정직원들의 여성적 특성으로 인해 여성교정직원들이 더 편하고 쉬운
업무에만 배치된다는 불평과 불만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업무
의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성 고정관념적 인식과 태도가 높은 남
성교정직원들도 여성교도관들의 남자수용자 사동 관리에 배치는 또다른
형식의 교정업무의 정당한 분배의 실현으로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판단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여성교정직원들 입장에서도 남성수용자의 사동을 관리하는 보
안업무 등에 투입되는 점에 있어서 당면하게 될 업무적 위험, 어려움, 부
담 등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고정관념적 인식들이 작동하
게 되어 실제로 여성성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높이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교도관들의 남자수용자 사동으로의 근무영역의 확대에 대해서는 남
성교도관들이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정직에 대한 여성의 부적합성에 대한 생각들은 전통적으
로 여성들이 진출하지 않았던 남성중심적인 전문 직업군에 진입하려할
때, 여성의 활동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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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국내 교정기관의 남성중심적이고 성 고정관념적 인식은 남성
교정직원들의 전유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교정직원들 사이에서
도 성 고정관념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여성의 교정기
관 내에서 여성의 역할의 확대, 양성평등적 근무환경의 확보 등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들이 조직에서 성
공적으로 활약할지 또는 실패할지 여부는 그 개별 여성의 능력과 조건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상황의 영향에 의해
여성의 조직에의 통합과 승진 등에의 기회가 결정될 수 있는 구조적 환
경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상황은 전체 여성교정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의
교정업무에 관한 역할의 범위와 능력발휘의 기회를 제한하게 되는 현 상
태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남성교정공무원들에
게 물리적인 업무부담이 더 큰 업무를 여성공무원들에 비해 더 많이 담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남녀교정공무원들 간의 성 고정관념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현재의 상태를 이어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남성교정공무원들
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정시스템 내에서 남녀교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직원들 간에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고 교정교화
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교정문화를 이루어가는 부분에 실무자
들과 정책자들이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이 연구는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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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교정의 미래와 여성교도관의 역할

허 경 미*
이 논문은 교정조직의 성 고정관념 수준과 여성교도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남녀 교도관을 대상으로 여성교도관의 역할 확대
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고 그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특히 남녀 교도관을 대상으로 전국 12개소를 대상으로 직접 표집할당
방식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노고
가 느껴지고, 실증적 연구를 하기 위한 많은 시간과 열정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토론자로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자는 교도관의 성고정관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여성교도관도 남성수용자 사동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의 정도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반대로 남성교도관을 여성수용자 교정시설
의 사동관리에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남녀 교도관이 인식하
고 있는지를 종속변수에 더 포함시켜 남녀의 성고정관념의 차이를 비교
해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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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성교도관의 역할확대에 대한 인식차이가 곧 남성교도관의 성고정
관념의 차이를 증명하는 것인지, 서로간의 업무영역을 확대할 경우 그 인
식차이를 비교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을 좀 더 분명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연구자의 분석처럼 전체 교정직원들의 여성교도관들의 남성
수용자 관리참여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 남녀 교정직원
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정시설에 수용된 재소자의 90% 정도가 남성수용자이라는 현실
을 감안하고, 교정시설의 특성, 즉 구금처우가 갖는 자유권의 제한을 고
려한다면 남성수용자관리의 일차적 장소인 사동관리를 구태여 여성교도
관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성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최적의 척도일까?라는
보다 본질적인 의문이 든다.
물론 연구자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설은 업무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각각의 전문성 및 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여성교도관의 남성사동관리
는 교도관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남성수용자의 입장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여성교도관의 남성수용자관리는 남성 교도관의 성고정적 관념이외
에도 수용자의 측면에서도 다뤄져야하며, 이미 연구자도 공감한 것처럼
교도관들의 인식엔 이러한 수용자에 대한 배려 혹은 인식이 강하게 내재
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정책 및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인력관리 등에 있어 성
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등 특정 성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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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지 않는, 즉 성인지적 관점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였고,
이러한 정책적 방향이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이미 현재 남녀 교정공무원의 사동관리배치를 포함한 인력관리는 이
러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친 선택이고, 교도관들 자신도 성고정관념이
아니라 업무영역의 특수성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이 대부분 여
성이고, 이들을 위해 여성경찰관, 여성검사, 여성판사 등을 집중적으로 배
치, 활용하는 이른바 여성전담수사 및 재판부를 운영하는 것도 이러한 정
책의 연장선상인 것이다. 즉, 이러한 수혜자 중심의 거버넌스가 진일보한
성인지적 정책이며, 공공서비스의 패러다임인 것이다.
연구자가 분석한 것처럼 보안과 근무 남성교도관들이 더 여성교도관의
남성수용자관리에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우리나라 보다 양성의 직업선택의 기회 및 업무영역의 다양성 등
이 정착된 미국이나 영국,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 서구 선진국들은 남녀
교정시설에 대한 성별 교도관들의 인력운용-즉 수용자의 성과 관계없이
상대 성의 교도관들을 사동관리 교도관으로 어느 정도 배치하고 있는지
를 혹시 조사한 것이 있다면 듣고 싶다.
우리의 현행 인력배치의 훌륭한 역할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며, 교정행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연구결과를 제시
한 두 교수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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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교정의 미래와 여성교도관의 역할

김 학 성*

Ⅰ. 서
2015년 10월 15일 현재 법무부 교정본부에 근무 중인 여성 교정공무원
은 전체 교정공무원 15,442명 중 1,293명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
성 수용자는 전체 수용자 55,330명 중 3,479명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
니다. 여성 수용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여성 교정공무원의 경우
9급 신규직원을 남·여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추세에
있으며, 유럽 등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머지않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여성 교정공무원은 여전
히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정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여성 교정고무원의 역할 확대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해 주신 김은영 교수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하에서 우리나라 여성 교정공무원의 역할 확대 저해요인에 대해 살
펴본 후, 여성 교정공무원의 새로운 역할 모형과 그러한 역할 모형을 구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

118❙ 韓國矯正學會

축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 등 여성 교정공무원의 역할 확대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Ⅱ. 여성 교정공무원의 역할 확대 저해요인
영미권을 비롯하여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여성 교정공무원은 남성 직원
과 차등 없이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
어 남성 수용동에서 단독 근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여성 교정공무원은 여성수용자 계호·관리 등에 한정된 역할을 맡고 있습
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여성 교정공무원의 역할이 다소 제한적일 수 밖
에 없는 이유는 남성 직원의 여성 직원에 대한 적대감이나 전통적인 성차
별적 관행 등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주⋅야간을 불문하고 24시간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을 첫 번째 저해요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유럽 등
선진 외국의 경우 야간 근무는 매우 적은 인원이 감시카메라 등을 활용
하여 운영하는데, 이는 수용자의 수용 중 자살 행위 등에 대해 사회적 비
난이 적어 본질적 수용 사고 예방 등에만 중점을 두고 근무하기 때문입
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교정공무원의 35%에 달하는 무려
5,443명의 직원이 야간 근무조로 편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는 유럽 등의 국가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 야간 보안사고 예방, 충동적 자
살⋅자해 방지,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
서 유지 등 교정이 감당해야 할 현실적 책무가 야간이라고 해서 면제 되
거나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교정 70년의 회고와 전망

❙119

두 번째 저해요인으로 많은 체력 소모를 초래하는 근무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근무시스템은 모든 현장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수용자의
동태를 관찰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체력 소모가 초래되는데, 이러한 여건
하에서 여성 교정공무원이 남성 수용동에 근무하게 된다면 체력적 부담
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며, 만약 출산과 육아 등이 겹친다면 그 강도는 더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사범의 비율도 여성 교정공무원
의 역할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입니다. 2015년 10월 15일 현재 전체
수용자 중 성폭력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13.3%에 달하며, 성폭력관련 법
규가 강화되면서 성폭력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에서 여성 교정공무원을 남성 수용동에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외, 발제에서도 거론해 주셨지만 일반적으로 여성 교정공무원 스스
로가 남성 수용동 근무를 시기상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
의 경우 혼거실의 비율이 독거실의 비율보다 높아 수용자 간 폭행사고
내지는 직원에 대한 의도적 보여주기식 폭언 등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상황도 여성 교정공무원의 역할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Ⅲ. 여성 교정공무원의 새로운 역할 모형 및 도입 전 선결과제
하지만, 현재와 같이 제한적⋅소극적 방식으로만 여성 교정공무원을 활
용할 경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열정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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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여성 교정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단계적으
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예컨대 남성 수용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팀 사무실 등에 여성 근무자
를 전진 배치하여 남성 직원과 함께 근무하게 하거나, 남성수용자 상담
시 배석하여 공동 상담하는 역할을 맡게 하는 것 등은 좋은 시도라고 생
각합니다. 특히 상담의 경우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을 통하여 남성 수용자
의 폭력성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섬세함을 통하여 상담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꼼꼼하게 피드백 함으로써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교정조직 구성은 이러한 여성 근무자의 단계적 약진을 통
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야간 근무에서 배려 받는
여성 직원에 비해 야간 근무의 부담을 져야하는 남성 직원의 상대적 박
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러한 여성 교정공무원의 새로운 역할 모형이 정착되기 위해서
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야간 근무의 비중 및 수용동 직접 근무 수요를 대폭 줄이고, 감시
장비 등을 통한 물리적 계호 능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정 외
적으로는 교정사고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 자제되어야 하고, 내부적으로
는 직원들이 최적의 건강 상태로 주간 교정 프로그램 수행에 투입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녀직원 간 동등한 임무 수행 여건은
이러한 근무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와 같이 근무체계가 효율적
으로 개선되면 여성 직원들도 기존에 남성 직원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업무에 보다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용자의 폭력성을 완화하기 위해 독거수용 비율이 대폭 확대되어
야 할 것입니다. 교정시설 내에서의 폭행사고가 혼거수용에 기인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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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혼거수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 하
에서는 여성 교정공무원의 남성 수용동 근무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성 교정공무원의 역할 확대는 단순히 조직 문화 또는 의지
의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시설의 개선, 근무체계의 혁신적 변화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좋은 주제로 발제를 해주신 김은영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
며, 오늘 발제를 여성 교정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직업적 자부심 고양,
그리고 이를 통한 역할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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