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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교정학회 회장 오영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교정정책의 현대적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일한 형사정책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더욱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정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포퓰리즘적 엄벌주의로 인한 과밀수용의 문제를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독범죄와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 문제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범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교정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이를 통한 국민 안전과 행복 실현을 위한 새로운 교정정책을 깊이
고민하고, 효과적이고도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이 교정분야 종사자들이 열정을 함께 나누고, 수형자 교정교화와 재범방지라는 공통의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김진환 원장님을 비롯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 이번 학술대회의 사회와 발표 및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 우리 학회의 장인준 간사를 비롯해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한국교정학회장 오 영 근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교정학회가 “교정정책의 현대적 과제”라는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그 동안 많은 교정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정학회와의 교류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우리 연구원과
한국교정학회가 보다 긴밀하게 교류ㆍ협력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 교정행정은 정부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선진 외국에 못지않은 체제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경비등급이나 경비처우등급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건축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정된 경비등급에 상응하는 시설에서 수용자에 대한 수용 및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안･계호 수준의 차별성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또한 교정시설은 2016년 8월 현재 평균 수용률이 122.5%에
이르고 있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한편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는 교정단계에서는, 최근 수형자의 책임통찰 및 규범내면화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의 고려가 제도적으로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화된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동학술대회는 위와 같은 교정시설 경비등급제도와 과밀수용 문제,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등 주요 교정
논제라 할 수 있는 테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정정책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 귀중한 발제를 해 주실 법무부 교정본부 유병철 교정정책단장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연구위원님,
아주대학교 이진국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에 참가하여 고견을 내어 주실 박준휘 실장님, 한영수 교수님 및
이언담 과장님께, 그리고 좌장과 사회를 각각 맡아주신 최응렬 교수님과 양혜경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교정정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 진 환

축 사

존경하는 오영근 한국교정학회 회장님과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의 아쉬움을 달래는 이즈음, ‘교정정책의 현대적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교정학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학술대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법무부 형정국으로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정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이자 사회방위의 최후의 보루로서 수형자 교정교화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날 교정행정은 수형자를 단순히 가두어 두는 소극적 형집행에서 벗어나 “사람을 바꾸는 교정”이라는 새로운
교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집중인성교육과 개별처우 시행, 심리치료센터와 분류센터 운영 등 수형자들에 대한 개별적
개입과 과학적 처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정본부 내 심리치료 전담부서를 개설하는 등 수용자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교정교화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교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정정책의 실효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교정본부의 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전문인력 채용, 양성을 통해 정책 개발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의 증가는 국민불안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교정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끊임없는 변화와 실효적 교정정책
개발을 통해 이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교정교화 추진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정정책을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정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고견들이 정책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교정학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공동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법무부 교정본부장 김 학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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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교정시설의 특징과 경비등급제도의 개선방안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 Ph.D.)

Ⅰ

들어가는 말

오늘날 교정시설의 기본적인 기능인 수용자의 구금확보는 적정한 수준의 경비, 즉 인적, 물적
계호를 통하여 관리된다. 수용자의 도주 방지를 위한 보안(security)과 수용질서 유지를 위한
통제(control)는 교정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인 범죄인의 교정교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능이다.1)
교정시설 경비등급은 보안과 통제의 수준에 큰 영향을 끼치며 수용자 처우의 방향이 달라진다.
수사･재판 등 형사소송 절차에 협조하고 범죄자를 건전한 준법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교정시설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보안･계호의 수준이 중요한 이유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는 교정시설마다 경비등급을 지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안과 계호를 통해
수용자 처우를 실시한다. 우리나라도 교정시설을 중경비, 일반경비, 완화경비, 개방시설 등의 네
가지 경비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각 경비등급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수형자도
중경비처우, 일반경비처우, 완화경비처우, 개방처우 등으로 경비처우등급으로 처우하는 것이
법령이 정한 원칙이다.
시설의 물리적 공간요소와 시설구조에 따라 보안과 통제가 쉬워질 수도 곤란해질 수도 있어서
수용자의 동선, 일상생활, 교화프로그램 참여, 외부와의 교통, 다른 수용자와의 격리 정도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많지 않고, 특히 경비등급
제도가 교정시설의 공간요소 등 건축적인 차원에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논문에서는
경비등급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정시설의 특성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Woolf, H. and Tumin, S., 1991, Prison Disturbances April 1990: Report of an Inquiry (Woolf Report), Cm 145
6, London: HM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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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정시설의 특성과 수용사동의 공간요소

1. 현대 교정시설의 특성
교정시설은 고프만(Goffman, 1961)이 전체제도(total institutions)라고 인용한 바와 같이,
수용자의 전반적인 생활이 공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장소이다.2) 수용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라는 시설 안에서 생활하면서, 자유가 박탈당한 채 공권력에 의해 감시받고
통제된다. 오래 전부터 교정시설의 설계･건축이 발전하면서 수용자의 건강과 위생을 개선하고,
수용자 감시가 쉬운 시설을 디자인하였으며, 수용관리와 직업훈련 및 교도작업이 중시되는
과정을 거쳤다. 현대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생활형(life), 보안형(security), 통제형(control), 사회복귀형
(rehabilitation), 인본형(humanity) 등의 복합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3)
첫째,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사람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을 포함하는 주거생활형
시설이다. 수용자가 입소하게 되면 24시간 의식주를 포함한 일상생활이 교정시설 안에서
이뤄진다. 수용자는 수용거실에 갇혀 지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일과시간계획에 따라
운동･세면･목욕･세탁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가족･친지 및 변호인 등 외부사람과의 서신･전화･
접견도 가능해야 한다. 각자의 거실 안에서는 화장실 사용과 취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구금을 확보하고 외부와 격리하기 위하여 도주방지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한 보안시설이다. 미결수용자는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소송절차의 원활한 집행이,
기결수용자는 형벌 집행을 위해 구금확보가 필수적이다. 도주 등 위험한 범죄자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시설과 장비로 보완할 것이 필요하다. 주벽이라
불리는 5m 이상의 담장과 여러 가지 경계펜스가 내외부로부터 시설의 안전과 수용자의
구금확보를 위해 존재한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의 이동 및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자물쇠,
통행제한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건물의 벽이나 접근금지 및 격리 등을 위한 시설물도 쉽게
손괴 또는 용도전환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된다.
셋째,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최소 백여 명부터 몇 천여 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에
이르는 다수의 범죄자를 관리하는 통제시설이다. 마약 등 불법소지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등
교정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란･난동 등 수용질서를 해치는 규율위반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2) Boin, A., James, O. and Lodge, M. 2005, New Public Management and Political Control: Comparing three Eur
opean correctional systems, Autonomization of the State: From integrated administrative models to single pur
pose organizations, Stanford University.
3) Woolf and Tumin, 1991, 앞의 책; 허주욱, 2003, 교정학,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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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곳곳에 CCTV 카메라 등 시설장비가 구축된다. 규율을
위반하거나 시설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용자를 관리하는 시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앞의
보안시설 측면과 마찬가지로 현대 첨단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다양한 일탈행위를 통제하고 있다.
넷째, 교정시설은 과거처럼 단순히 구금과 처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건전한 시민으로
교육교화하여 사회에 출소시키기 위한 사회복귀시설이다. 수형자는 분류심사에 따라 경비등급별
교정시설에 구분하여 수용되고,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교육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교도작업도 마련되어 수용자가 근로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작업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
하여야 한다. 스스로 규율유지가 가능한 수용자들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생활이 가능한
자치제 운영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다섯째, 교정시설은 수용자가 인권이 보장되는 인본주의적 시설을 추구한다. 수용자들은
보안과 통제 목적으로 수용자의 신체적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고 외부인과의 교통이
제한되지만, 교화 또는 사회복귀의 목적의 기회는 보다 많이 접하고 있다. 교정시설 규율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는 집필, 서신수발, TV･라디오 시청 등이 가능해졌고, 거실내 식탁 겸
책상의 제공, 싱크대 설치, 화장실 개선, 난방시설 설치, 세탁기 제공, 선풍기 설치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조치를 확대하여 가고 있다.

2. 수용사동과 수용거실의 구조
구치소와 교도소는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 수형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므로 수용사동은
교정시설의 핵심 공간이다.4) 구치소는 미결수용자를 위주로 수용하므로 수용사동이 대부분의
시설을 차지하고, 교도소에는 수용사동 외에도 기결수형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교도작업을 위한
건물들이 많다. 구치소가 없는 지역의 교도소는 관할 법원에서 구속한 피의자･피고인 등
미결수용자를 수용하여 검찰청 수사 및 법원 재판의 형사소송절차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고,
교화프로그램과 강제노동(교도작업)은 기결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장과 강의실 등이 적어
상대적으로 수용사동의 비중이 높다.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인 전주형(電柱型)
사동의 구조이다. 여러 개의 사동이 있고, 사동의 한쪽 면에 편복도가 있어 아래 주복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수용사동마다 여러 개의 크고 작은 거실이 있어 혼거실과 독거실로 사용된다.

4) 교정시설은 크게 구치소와 교도소(소년교도소 포함)로 나뉘는데,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12개가 구치소(구치지소 포함)이고
나머지가 교도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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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용사동의 명칭과 구조

교도소인지 구치소인지 여부에 따라 수용사동의 형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수용사동은 독거실과 혼거실의 수용거실로 구성되어 있다. 혼거실의 규모는 다양하고, 수용되는
인원의 수도 차이가 많아 적게는 2～3인 거실부터 10여명 이상까지 다양하다. 독거실과 혼거실의
구성비율은 시설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근 들어 독거실의 비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상 수용자는 독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까지는 실무상 혼거수용자가 훨씬 많은 편이고 형집행법에서도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혼거실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 일반적으로
독거실이 바람직하다고 주장되어진다.6)
수용사동은 교정시설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격리구역이다. 담장 밖으로 통할 수 있는 곳은
모두 차단되거나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야간 폐방 이후에는 모든 출입문이 자물쇠 또는
전자잠금장치로 굳게 닫힌다. 근무자 등 제한된 직원만 출입이 허용되며, 모든 수용자의 출입과
이동은 철저히 통제된다. 수용사동은 주로 동과 층 단위로 구분되고(예를 들면, 1동상, 3동하 등),
필요에 따라 구역을 팀 또는 관구로 나누어지기도 관리된다(예를 들면, 여러 개의 사동을 묶어
1개 팀이나 1개 관구로 관리된다). 수용사동에는 수용자들의 거실이 독거실과 혼거실의 형태로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근무자실이 사동의 한쪽 끝 또는 중간에 위치하여 직접 또는 CCTV
등 전자장비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수용자를 관리한다.

5) 형집행법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문영삼, 2006, 선진 교정시설의 건축계획 특성과 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의 교도소 건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
권(통권 215호), 49-56면; 이영수･문영삼, 2006, 국내 교정시설의 건축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 교도소 건축을 중심으
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권(통권 207호), 131-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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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정시설 수용사동의 공간요소
(1) 수용사동･수용거실에 대한 법령규정
형집행법 제1조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법 적용범위를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戒護)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이라고 규정하여, 교정시설이 수용자를 계호하는데
적정하고 교도관의 통제가 가능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제4조에서는 인권이 최대한으로
존중되어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에서는 거실과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가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수용사동과 수용거실은 수용자의 인권과 건강이 존중되고, 수용자의 교정
교화와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장소이어야 하며,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공간규모와 공간환경이
적정하여야 하고, 아울러 수용자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직원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같은 법률에 의하여 교정시설은 소년교도소와 구치소, 교도소별로 구분되어야 하고,7) 각
교정시설의 수용사동에서도 남성과 여성, 미결과 기결이 분리수용되어야 한다.8)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격리되어야 하는 수용자도 있을 수 있다. 기타
환자와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징벌 및 규율위반행위 피조사자 등에 대한 거실도 일반거실과 따로
설치되거나 구별되어야 한다. 일반 수용사동은 수용자가 개인 또는 단체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취침, 목욕, 세탁, 급식과 배식, 상담, 순회진료, 교육 및 종교행사 등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므로 이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장비가 갖춰진다.
(2) 수용사동과 수용거실의 공간요소
교정시설의 수용사동은 수용자가 일상생활을 위해 거주하는 공간이다. 주간에 접견･출정･
작업･교화프로그램･운동 등의 사유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특히 평일 주간 일과 시간 이후와 야간, 휴일 24시간 동안 폐방되어

7) 형집행법 제11조는 19세 이상과 미만자를 각각 교도소와 소년교도소에,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사형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분수용을 정의하였다.
8) 형집행법 제12조는 남성과 여성,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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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입문이 잠기고 허가된 직원 외에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 폐방이 되면 수용자는 거실
밖으로조차 나올 수 없게 되어 교정시설 안에서도 최고 수준의 경계조치가 취해진다.
전국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수용거실 안에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였고, 거실 안에 싱크대와
TV, 선풍기, 의류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이 설치되어 있다. 수용거실에 인접하여 간이세탁실이
설치되어 있고, 목욕탕이나 이발실 등 위치는 교정시설마다 다르나 수용사동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 식사도구와 식탁 겸 책상이 지급되어 거실 안에서 식사를 하므로 식당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
수용거실은 그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일반거실, 취업자거실, 교육생거실, 신입자거실, 만기석방
예정자거실, 소년거실, 노인거실, 임산부거실, 외국인거실, 조사거실, 징벌거실, 보호실, 진정실,
환자거실, 치료거실, 장애인거실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재산범, 마약사범, 강력범 등
범죄유형에 따라 초범과 재범으로 나뉘어 수용거실을 정한다. 독거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 혼거수용되는데, 이때에도 각 개별수용자의 특성이 고려되어 함께 거실을 사용할
수용자를 선별하여 거실을 지정한다. 환자와 노인, 여성 수용자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바닥난방
시설을 설치하며, 환자거실은 외부 사회병원으로 긴급 이송할 경우를 감안하여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로 위치시킨다. 장애인거실, 보호실, 진정실 등 수용자의 보호 등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 거실도 있다.

Ⅲ

교정시설 수용사동의 형태와 보안･계호 수준

1. 교정시설 수용사동 건축양식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국의 교정시설의 건축양식으로 등장한 형태는 주로 전주형, 방사형,
중정형, 일자형, 원형 등이다. 아래 그림은 기존 연구에서 소개된 수용사동의 형태별 분류이다.9)

[그림 2] 수용사동의 건물형태별 분류

9) 이영수･문영삼, 2007, 앞의 논문,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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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형은 십자가 또는 나뭇가지 모양의 구조로 수용자를 보다 잘 감시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20세기 초까지 교정시설 건축양식의 주류로 유행하였다. 중간 또는 완화 경비등급에 적정하며,
수용자 감시와 규율 통제에 유리하다. 사동 안쪽에는 햇볕이 잘 들지 않을 수 있다. 전주형은
사동을 나란하게 배열한 구조로 20세기 이후 세계적으로 널리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수용자의
분리수용을 목적으로 계호를 중시하는 건축양식으로서 개방 경비등급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비등급의 시설에 사용된다. 수용자 감시와 통제에 유리하고 채광과 통풍이 잘되는 장점이 있다.
복도가 긴 경우에는 보안･계호 직원의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다.
일자형은 적은 인원을 소규모로 관리하기도 하고 많은 인원을 엄중한 경비등급의 시설에
사용되기도 한다. 수용자 감시가 유리하고 건물 대지의 여건에 영향을 덜 받으나, 한 사동마다
띄어 여러 사동을 건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비가 많이 소요된다. 원형은 엄중한 경비 또는
중간정도의 경비등급 교정시설에 사용되며, 벤담이 제안했던 파놉티콘 교도소와 같이 수용자
감시에 중점을 둔다. 방향에 따라 일부 수용거실의 채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중정형은
암스텔담교정원과 뉴게이트교정시설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 교도소 건축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경비나 완화경비 시설에 활용되는 형태이다.
미국은 1960년대 이전에는 전주형의 건축양식을 선호하였으나, 1980년대까지 방사형이 많이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절충형, 부정형 등으로 수용사동과 관련 건축물을 한 장소에 집중시키는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따라서 절충형과 부정형은 다른 형태의 수용사동의 장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건축물들을 분산시키기 보다는 집중시키는 양식은 직원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고, 건축
디자인을 더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으며, 접근성과 공간활용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10)

2. 수용사동의 구조별 형태

[그림 3] 수용사동의 구조별 분류

수용사동의 구조별 분류에 따라 편복도형, 중복도형, 외복도형, 아트리움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11) 편복도형은 수용거실이 한쪽에 위치하여 한쪽 복도에서 거실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10) Johnston, N., 2000, Forms of Constraint: History of Prison Architectur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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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이다. 수용자 감시와 통제가 유리해서 개방등급을 제외한 모든 경비등급의 교정시설에
사용된다. 중복도형은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수용거실을 배치한 구조로서 편복도형과
비슷하나, 보다 많은 수의 수용자를 관리해야 한다.
외복도형은 수용자 감시와 통제가 훨씬 유리하여 엄중한 경비등급에 사용되지만, 수용거실이
안쪽에 위치하여 채광과 환기가 곤란해진다. 아트리움형은 천장까지 트여 있는 복도를 중간에
두고 양쪽에 수용거실을 배치한다. 일부 방향은 채광이 불리할 수 있지만 통풍이 잘 되고 수용자
감시와 통제가 유리해진다.
평일 주간에는 여러 가지 활동이 수용사동 밖에서 이뤄지지만, 평일 야간과 주말 주･야간에
수용자의 생활과 활동반경은 거실 안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거실 안에서 세면, 간단한 세탁, 식사,
그릇세척, 독서 또는 집필, TV시청 등 여가생활 등이 가능해야 한다. 일반사회의 생활공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이지만, 수용거실 안에서 수용자들은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며
생활하게 된다.
어느 형태의 건축양식에 따르더라도 수용사동은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수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차단가능성, 감시가능성, 격리가능성, 생활가능성 등이다. 첫째, 수용사동은
외부로부터 차단되어야 하고, 사동내 다른 수용자와의 교담 또는 교신이 차단되어야 한다. 둘째,
수용사동 수용자의 모든 활동이 직원에 의해 감시되어야 한다. 셋째, 다른 수용자로부터의 격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넷째, 거실 내에서 상당한 수준의 일상생활이 가능하여야 한다.

Ⅳ

교정시설 경비등급제도의 운영실태

1. 교정시설 경비등급 지정
수용자의 구금확보와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보안･계호와 수용자 처우의 두 가지 측면과 모두
관련되는 개념이 경비등급이다.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구금확보를 전제로 하므로 교정행정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당한 경비등급이 지정되고 이에 따른 시설․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형집행법 제57조 제2항은 교정시설 경비등급을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라고 정하고, 각 교정시설을 개방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경비시설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11) 문영삼, 2007,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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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시설은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이고,
완화경비시설은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일반경비시설
보다 완화한 교정시설, 일반경비시설은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감시를 하는 교정시설, 중(重)경비시설은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이다.
이에 따라 전국 52개 교정시설은 아래 표와 같이 경비등급을 정하고 있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
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하는 기관도 있다.

<표 1> 교정시설 경비등급 지정현황
경비등급
기관 수

S1

S2

S3

S4

개방

완화경비

일반경비

중경비

1

13

35

1

혼합경비등급 시설 수
S2･S4
1

S2･S3
1

개방시설은 천안개방교도소 1개 시설이 지정되어 있고, 완화경비시설은 전국에 13개,
일반경비시설은 35개, 중경비시설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예전에는 청송제2교도소)로 1개가
지정되어 있다. 제주교도소(S2․S3), 홍성교도소(S2․S4) 경우처럼 두개의 교정시설은 특정
경비등급으로만 운영할 수 없어서 복수의 경비등급시설로 지정하여, 1개 교정시설에 두 가지
경비등급의 수용자를 각각 혼합하여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비등급과는 별로도 특수프로그램이 필요하거나, 다른 수용자와 구분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는
수형자들은 경비처우급과 상관없이 전담 교정시설을 지정하여 따로 수용한다. 학과교육생･직업
훈련생･외국인･여성･장애인･노인･환자･소년(19세 미만), 중간처우대상자, 성폭력사범 등 그
밖에 별도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법률 제57조제6항). 예를 들면 경비등급 S2인 여주교도소에는 직업훈련수형자,
장애인, 개방처우대상자(S1), 성폭력사범 등이 S2급이 아니더라도 수용되어 있다.

2. 경비등급과 경비처우등급의 상호관련성
교정시설에 지정되는 경비등급의 종류에 따라 수용자 처우는 보안․계호와 수용자 처우 측면
두 가지가 달라진다. 첫 번째로는 각 경비등급별로 교정시설의 보안 및 계호 형태가 달라진다.
법령상으로 보면 각 경비등급별 시설의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수형자의 생명이나 신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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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인권 보호에 적합할 것,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할 것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83조 참조).12)
실무적으로는 각 경비등급별로 거실문의 개방이 주간･야간 모두 개방되기도 하고, 주간에만
개방되거나 주･야간 항상 시정되는 경비등급도 있다. 경비등급에 따라 시설 내 수용자들의
자율보행이 전면 허용되기도 하고, 사동내에서만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항상 허용되지 않는
경비등급도 있다. 사동출입문은 개방시설에서는 주간에는 개방되지만 다른 경비등급 시설에서는
전면적으로 시정하고 있다. 인원점검도 수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개방시설이며
나머지 경비등급 시설에서는 직원에 의해 인원점검이 이뤄진다.
두 번째로는 각 경비등급별, 시설별로 수용자 처우가 달라진다. 개방시설에는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를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하고 있다. 또한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수형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의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동법 제57조 제3호 및 제4호).
한편, 동법 시행규칙13)은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분류하여 기본수용급과 함께 경비처우급을 따로
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72조). 기본수용급은 성별･국적･나이･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이고, 경비처우급은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각 교정시설을 경비등급별로 지정하는 것과 상응하게 경비처우급을 수형자들에게 지정하는
것이다. 기본수용급은 수용기관을 지정하는데 정적요인이(static factor)라면, 경비처우급은 동적
요인(dynamic factor)이다. 일반적으로 수용질서에 순응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를
통하여 경비처우급 상향이 이뤄지고, 변경된 경비처우급에 따라 해당 수용자를 상응하는
경비등급의 교정시설로 이송시키게 된다.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 등으로 구분한다.
개방처우급은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완화경비처우급은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일반경비처우급은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중(重)경비처우급은 중(重)경비
시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이다(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또한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을 정하여, 개방처우급 수형자는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
작업이 가능하고, 완화경비처우급은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이 가능하며, 일반경비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62호, 2016.6.28.
13) 법무부령 제870호,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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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급은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이 가능하고, 중(重)경비처우급은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2016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교정
시설의 수용인원중 수형자 3만 1천여명을 경비처우급별 수용인원을 살펴보면, 개방처우급
수용자(S1)가 3천 1백여명(10%), 완화경비처우급(S2) 1만 1천여명(35%), 일반경비처우급(S3) 1만
4천 6백여명(47%), 중경비처우급(S4) 2천 6백여명(8%)이다.

Ⅴ

경비등급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1. 상이한 형사사법제도 국가로부터의 제도 도입
우리나라가 참고한 경비등급제도는 미국 등 외국의 제도이지만, 미국을 예로 들면, 형사사법
제도가 우리의 그것과 여러 가지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교정시설 경비등급
(security level)을 최소(minimum), 중간(medium), 중구금(maximum), 초중구금(supermaximum)
단계로 분류한다. 앞의 세 가지 단계가 약 80%의 수용자에게 해당되고, 15% 수용자가 특별한
경우로서 초중구금 수용자, 보호수용자(protective custody), 격리수용자(administrative segregation),
징벌적 수용자(disciplinary status), 정신질환자･환자 등이다. 나머지 5%는 등급제외자이다(Austin
& McGinnis, 2004). 교정시설은 대부분 경비등급이 지정되어 있는데, 6개 주에서는 90%의
교정시설을 여러 개의 등급을 혼합한 시설(multi-level)로 지정하고 있다. 다른 대부분의 주에서는
교정시설 안의 20%를 혼합등급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성 교정시설들이 대부분 혼합등급
시설이다.14)15)
첫째, 미국과 우리나라는 미결수용과 기결수용의 운영방식이 다르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결수용자, 즉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은
구치소에 수용한다. 수형자, 즉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나라는 관할지역에 구치소가 없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14) Alarid, L. F. and Reichel, P. L. (2008), Offender Profiles, Correctional Supervision Levels, and Classification,
Corrections: A Contemporary Introduction, ALLYN & BACON LONGMAN.
15) 다른 연구에서 미국 연방 수용자의 경비등급을 보면, 최소등급(minimum)이 17.3%, 완화 등급(low)이 37.7%, 중간 등급
(medium)이 29.8%, 중구금(high)이 11.5%, 등급제외자(unclassified)가 3.7%이다. https://www.bop.gov/about/stati
stics/statistics_inmate_sec_levels.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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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는 시설이 많다. 전국 교정시설 52개 기관 중에 미결수용자가 없는 곳은 4개 기관에
불과하며, 이 또한 천안개방교도소와 청송 지역 4개 기관 중 3개 기관이다. 청송지역 나머지 한
개 교도소에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므로 개방교도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미결수용자를 수용
하지 않는 교도소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교정시설이 미결수용사동과 기결수용사동을 구획으로 나누지 않고 건물만
달리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미결과 기결을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접견의
횟수나 방법이 달라지고, 교화프로그램을 기결 위주로 실시하며, 운동을 따로 실시하는 등
미․기결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따로 시설에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만큼 엄격하게
분리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가족과 접견하는 수용자는 미결이든 기결이든 한 장소에서
접견한다. 직원의 동행으로 서로의 대화를 금지하는 등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미결이
엄격히 분리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외에도 교정시설 안에서 진료를 받는 등의 이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미결이 서로 완전히 격리시키기는 어렵다.
미결수용자는 아직 분류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보안･계호의 위험도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형집행법 제57조 제2항의 일반경비시설과 같이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통상적인 관리･감시가 필요하다.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도소가 경비등급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든지간에 위와 같은 통상의 경비 설비와 통상적인
관리･감시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결수용자는 거의 모두 Jail에
수용되고, 기결인 수형자는 경비등급이 지정된 교도소에 부여받은 경비등급에 따라 수용된다.
또한 미결수용자는 전체 교정시설 수용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대체로 20% 정도이다.16)
둘째, 우리나라에서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수용되는 사람인데 미국의 형사사법체제에서
미결수용자는 주로 경찰이 관할하는 Jail에 수용된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구속되는 범죄혐의자를
구속하다가 형기가 1년여 남은 수형자도 구금하지만, 교도소에 이송할 대상인 수형자는
경비등급을 부여받고 해당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이다.

2. 지정된 경비등급과 다른 시설에의 수용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은 경비등급이 지정되어 있고, 이에 상응하는
경비처우급 수형자들이 수용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경비등급에 상응하는 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어야 시설내 보안 및 계호가 일정한 수준에 맞춰 관리될 것이고, 같은 등급의

16)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자의 비율은 전체 수용자 중 40%에 이른다. 이에 비해 영국은 10.9%, 독일은 20.8%, 프랑
스는 28.9%, 일본은 11%, 미국은 20.4%, 호주는 27.4%이다. www.prisonstudies.org. 2016.11.13.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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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들에게 각종 처우를 균등하게 실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교정시설별로
보면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S1급부터 S4급까지 여러 가지의 경비처우급 수용자가 섞여 수용되어
있다. 각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상응하는 경비처우급의 수형자만 수용된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교정시설이 해당 경비처우급이 아닌 다른 경비처우급 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아래 표를 보면 A교도소는 경비등급이 완화경비시설로서 완화경비처우급의 수형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방처우급부터 일반경비처우급까지의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다. 중경비시설인 D교도소는 중경비처우급 수형자가 가장 많이 수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다수 함께 수용되어 있다.17)

<표 2> 기관별 경비처우급 수형자 인원

기 관 (경비등급)
A교도소 (S2)

S1
207

S2
583

S3
167

S4
0

합계
965

B교도소 (S3)

79

203

1,001

155

1,438

C교도소 (S2)

156

342

101

11

610

D교도소 (S4)

13

28

51

228

320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해당 교정기관의 경비등급에 맞지
않는 수형자가 수용된 것은 지정된 경비등급과 무관한 프로그램(예컨대 직업훈련, 교육 등)이
실시되기 때문에 지정된 경비등급과 관계없는 수형자가 이송되어 수용된 경우이다. 둘째,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특정한 수용자군을 전담하는 수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일부 해당 수형자들이
경비등급과 상관없이 수용된 경우이다. 셋째, 모든 교정기관은 세탁･취사･시설보수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수형자가 직접 담당하는데, 지정된 경비등급과 상관없는 수형자가 이러한
운영지원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A교도소는 장애인 전담시설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인 경우는 S1부터 S4까지 수용하고, 개방처우 수용사동이 설치되어 S1과 S2를 수용하며,
인성교육 및 성폭력사범 교육, 운영지원작업, 직업훈련을 위하여 지정된 완화경비등급에 맞지
않는 수형자가 다수 수용되어 있다.
실무상 경비등급과 경비처우급이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경우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한
이송기준을 정할 때이다. 모든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는 경우, 수형자로 신분이 전환되기
때문에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어진다. 이때 적용하는 기준이 경비등급과 경비처우급이다. 예를
들어 000수형자가 형이 확정되면 분류심사를 바로 실시하고, 그 결과 경비처우급이 S3가 나온

17) 법무부 내부자료,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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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전국의 교정시설 중에서 일반경비등급인 교정시설로 000수형자를 이송조치한다. 이송에
대한 수형자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기준 설정은 청탁 등을 배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을 경비등급별로 분류한 것은 그 경비등급에 상응하는
경비처우급의 수형자만 수용하는 의미라기보다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때의 기준일 뿐인 것처럼 운용되고 있다.
각 교정시설은 가장 기본적으로 경비등급에 따라 상응하는 경비처우급의 수형자를 이송 받게
되고, 아울러 경비등급에 상관없이 해당 프로그램 적격자를 선정하여 직업훈련, 교화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수형자를 이송 받아 수용하며, 해당 교정시설이 전담 수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노인, 장애인 등 특정 수용자를 경비등급에 상관없이 이송 받고, 세탁･취사･영선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지원작업에 종사할 수용자를 경비등급이 맞지 않더라도 수용하며, 미결
수용자가 형이 확정되더라도 남아 있는 형기가 너무 짧아서 경비등급에 맞추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더라도 출소가 임박하게 됨으로써 이송의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경비등급에 상관없이
잔류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각 교정시설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경비등급에 맞지 않는
수형자가 다수 존재하게 된다.

3. 교정시설 보안․계호 수준의 획일성
다음 문제는 우리나라 교정시설이 대부분 거의 동일한 수준의 보안 및 계호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방교도소를 제외한 모든 교정시설이 물적계호와 인적계호 두 가지 측면에서 거의
동일한 보안･계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부인의 정문 출입, 주벽(펜스) 경비, 거실내 수용자
보호 수준, 거실과 수용사동 등의 물적계호가 중경비시설과 개방시설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교정시설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개방시설은 담장이나 펜스가 없고 구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최소등급
시설은 하나의 펜스가 있고 수용사동은 기숙사형태이며 목재 등 가벼운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이다.
중간구금시설은 이중 펜스를 가진 시설에 직원이 높은 수준으로 충원되고 2인실 거실이 많다.
초중구금시설은 다중으로 경계가 설치되고 대문이 철저히 통제되며, 1인실 또는 2인실로 운영
되고 무장한 경비가 근무하는 감시탑, 직원이 최대로 배치된다.18)
또한 교정시설 내･외부 이동시 수용자 계호의 방법, 보호장비 착용, 보호실･진정실 설치 및
사용, 규율위반행위의 기준과 징벌, 거실내 식사 등 수용자 생활에 대한 규제, 수용자 단독 또는
자율보행 금지 등에 관하여 전국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18) Department of State, 2012, A Practical Guide to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Pris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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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교정시설별 경비등급 지정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국 어느 교정시설
에서라도 거의 동일한 규율을 적용하여 보안･계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원래 경비등급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를 말하고, 각 교정시설은
경비등급 단계별로 도주방지 등을 위한 설비 및 계호의 정도가 차이가 있어야 한다. 형집행법
제57조가 수형자를 분류심사하여 경비처우등급을 정하고, 이에 맞는 경비등급의 교정시설에
이송하여 개별처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경비설비와 계호의 차이가 없으면서도 교정시설별로 경비등급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경비등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위해서는 상응하는 경비처우급의 수용자만 수용되거나, 최소한
시설내 구획을 지정하여 경비등급이 다른 수용자를 나누어 수용하고 각각에 맞는 처우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응하는 수용자만 수용한 것도 아니고 구획을 나누어
수용한 것도 아니므로 경비등급의 지정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상황이 된 것이다.

4. 교정시설 수용사동 형태의 획일성
교정시설의 수용사동이 다양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 교정시설의 경비등급
지정이 현실과 맞지 않고, 경비처우급과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정시설
수용사동의 다양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만, 교정시설 수용사동의 형태는 경비등급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건축되어 있다.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사동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과 상관없이 전주형이 대부분이다. 총
52개 교정기관 중 42개 기관이 전주형을 택하였다. 전주형으로 수용사동을 건축한 교정시설은
기결수형자･미결수용자 수용사동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수용사동을 전주형으로 구성하였다.
중정형을 선택한 교정시설은 7개 시설이며, 수원구치소･인천구치소와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통영구치소 등이다. 외국의 중정형처럼 중간의 공간을 수용자들의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는
시설은 거의 없고, 고층형 구치소의 경우에는 중간이 허공에 비어 있는 것이므로 3층 이상의
중정형은 엄밀한 의미의 중정형이라고 할 수 없다.
일자형으로 수용사동을 건축한 곳이 있는 교정시설은 26개에 이른다. 대부분 여자사동과
의료사동으로서 소규모의 시설에 적은 수의 수용자를 다른 수용자로부터 격리 또는 분리하기
위하여 선택한 수용사동 형태이다. 외국에서 주로 중구금 수용사동으로 활용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여성수용자나 환자를 다른 수용자로부터 구분하여 수용하고 있는 형식일 뿐이다.
방사형은 9개 교정시설이 선택하고 있다. 부정형 3개, 절충형은 목포교도소･군산교도소 등 2개
기관이 전주형과 방사형의 절충을 선택하였다.
수용사동을 구조별로 나누어 볼 때, 50개 교정시설에서 편복도형을 선택하였다. 편복도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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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곳은 여주교도소와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등 2개 시설이며, 전자는 아트리움형이고 후자는
중복도형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편복도형은 수용자를 감시하기 쉬운 시설이므로
개방시설 이외에는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2개 기관을 제외하고 모든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획일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중복도형은 24개 교정시설에서 사용되었다.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수용거실을 배치한
구조로서 보다 많은 수의 수용자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보안･계호의 수준이 높아야
할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용사동 형태이다. 중복도형의 수용거실에 수용하는
경우에 보다 높은 긴장감으로 보안･계호 업무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강릉교도소, 영원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여성수용사동과 의료사동, 자치수용사동 등의 적은 수용규모이고, 비교적
보안･계호의 부담이 적은 시설에서 선택한 형태이다. 반면에 대구교도소 등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독거실이 많은 수용사동에서 선택하였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수용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창원교도소 등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미결수용사동에 적용하고 있는데, 기결수형자와 다른 형태를
모색한 결과인 것으로 보이지만 보안･계호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아트리움형은 여주교도소가 전체 수용거실에 적용하였고, 서울구치소 일부 수용거실에서
사용중이다. 천장까지 트인 중앙공간에서 수용자들의 휴게공간이 된다면 바람직한 완화경비시설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모든 교정시설에서와 같은 보안･계호 수준이라면 완화경비
처우급의 수용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분위기 조성이 불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여주교도소
에서는 중앙 공간이 수용자의 휴게를 위한 공간이 아니다. 외복도형은 수용자 감시와 통제가
훨씬 유리하여 엄중한 경비등급에 사용되지만, 수용거실이 안쪽에 위치하여 채광과 환기가
곤란해진다. 아트리움형은 천장까지 트여 있는 복도를 중간에 두고 양쪽에 수용거실을 배치한다.
일부 방향은 채광이 불리할 수 있지만 통풍이 잘 되고 수용자 감시와 통제가 유리해진다.
정리해보면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신축 시 경비등급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건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축 당시 필요한 수용인원 규모, 미결 및 기결 수용자 여부, 시설내 공장과 강당･
강의실 등 교화프로그램 실시공간의 수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었을 것이다. 경비등급이나
경비처우등급에 관한 검토는 하지도 않고 획일적인 수용사동의 형태, 또는 보안･계호 수준으로
건축되었다.19)

19) Johnston, 2000,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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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경비등급제도의 개선방안

1.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경비등급제도 개선
우리나라는 미국 등 외국의 경비등급제도를 받아들여 형집행법 등 법령규정으로 각 교정시설에
경비등급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과 형사사법시스템이 다르고, 우리 교정행정도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다. 법령상 경비등급제도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선, 교정시설 경비등급과 수형자에 대한 경비처우급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전자는 시설의
보안･계호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미결수형자를 제외한 수형자에 관한 것일 뿐이다. 경비처우급은
과거의 누진처우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도 실무상 누진적인 처우를 실현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 노력을 진작하려는 취지였으므로 그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제도를 운용하면 된다.
둘째, 경비등급을 나누는 기준을 보안･계호의 수준에서 탈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개방교도소를 제외하고 어느 교정시설이든 일반경비 이하의 보안･계호 수준을 요구할 수 없다.
과거에 시행했던 대분류제도는 초범대상 교정시설과 재범대상 교정시설로 나누어 운영해 본
경험도 있고, 현재의 일본은 두 가지 경비등급으로 운영하면서 교도소별로 위험하고 재범우려가
높은 수형자와 그렇지 않은 수형자를 나누어 수용하고 있다.20)

2. 혼합 경비등급시설 지정 확대 등
현재의 법령상 경비등급제도를 그대로 둔 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의 건축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일반경비시설의 보안･계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각 교정시설에는 지정된 경비등급과 상응하는 경비처우급이 아닌 다양한
경비처우급의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개선해야 한다.
우선, 교정시설에 혼합 경비등급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 개방처우급과 중경비처우급의
수형자는 가능한 해당 시설로 철저히 이송하여 수용하고, 나머지 교정시설은 일반경비시설(S3)과
완화경비시설(S2)을 합하는 혼합경비시설(S3+S2)로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개방
처우급과 중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일반 수형자와 섞이는 사례를 최소화하며, 대부분의 나머지

20) Human Rights Watch, 1995, PRISON CONDITIONS IN JAPAN, Human Rights Watch Prison Project.

19

2016년 한국교정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교정정책의 현대적 과제

교정시설은 완화경비처우와 일반경비처우를 함께 실시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라도 시설 내에서
단계적 처우 또는 상향처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결과적으로 일반경비의 보안･계호 수준으로 바뀌게 되면,
전체적으로 교정시설의 보안 긴장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앞에서 제안한 법령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3. 시설내 단계적 누진처우 실시
교정시설 경비등급제도를 논외로 하더라도 수형자에 대한 단계적 누진처우는 바람직하다.
수형자에게 스스로 개전의 노력을 하게하고, 사회복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스스로 준비하게 하는
것은 재범방지를 위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경비등급제도에서 같은 교정시설 내에서 단계적 누진처우가 가능하다면 이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절감, 도주사고 예방 등 장점이 많다. 시설 안에서 다른 동료 수형자들이 경험하는
누진처우를 직접 인지하게 하는 것은 개선효과가 더 클 것이다. 같은 시설내 누진처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에 필요한 큰 비용부담 없이 구획을 나누는 방법 등으로 가능하여야 할 것이고,
불가능하다면 신축하는 교정시설에 단계적 처우가 가능하도로 설계･건축하여야 한다.
최근 다른 나라에서 시설내 단계적 누진처우를 실시하는 경우의 수용사동 건축형태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수용자실

휴게공간

근무자실

보안경계

다목적실

[그림 4] Podular형(또는 콩깍지형)

Podular형 또는 콩깍지형의 수용사동은 수용거실 안쪽으로 휴게공간(pod)을 마련하고 다용도실과
근무자실을 배치한다. 보안경계가 느슨하여 완화된 경비등급 수준의 수용사동에 활용된다. 왼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또는 오른쪽 그림처럼 동그란 모양이며, 모서리를 이어 붙여 여러 개의
사동을 나비넥타이처럼 연결해서 한 개의 sector로 운영한다. 경비등급별로 여러 단계를 두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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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교정시설 안에서 여러 단계의 수용처우를 할 있는 혼합등급형 교정시설이 될 수 있다.
모듈 또는 항아리(pod)라고 알려진 작고, 분리되어 있으며, 중앙에 휴게공간(dayroom)을 두며,
50명 정도의 수용인원으로 구획(sector)을 지어 개별 운동장을 마련하고, 캠퍼스와 같이 각각
종합적인 처우가 가능한 디자인이다. 2-3층으로 건축되어 CCTV 등 전자장비를 갖춘 중앙
근무자실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용자를 감시할 수도 있고, 위험한 수용자를 수용거실로
행동반경을 제한시켜 팀제 근무체제로 직접감시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신축하는 교정시설에서
시도한다면, 혼합 경비등급시설에 적합할 것이다.

Ⅶ

맺음말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의 전통적인 행형은 범죄에 대한 복수와 정의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응보주의의 형벌은 범죄자에게 가혹해지고, 범죄자의 인격은 무시되어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많았다. 근대이후 계몽･인본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혼거수용의 폐해가 비판되면서 직원에
의한 감시 방법이 발달하고, 아울러 구금시설의 수용사동의 형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기존의
사형과 신체형을 대체하면서 등장한 자유형의 집행모습도 사회로부터 격리하거나 강제노동을
부과하는데 치중하다가 점차 사회복귀 및 범죄성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수용사동의 형태가 과거에는 정신병원 등의 영향을 받다가 교도소 고유의 방사형, 전주형 등의
새로운 건축양식이 다양하게 도입되면서 특히 집중형, 절충형 등으로 여러 가지 장점을 접목하는
수용사동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보안과 계호의 측면과 수용자의 생활 속 인권보장
등 사회와 유사한 처우의 측면이 모두 고려되는 수용사동 및 수용거실이 설계･건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1)
현대의 교정시설은 수용자가 일정기간 본인의 주거지처럼 생활하면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준비하고, 한편으로는 규율에 의한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작은 사회이다. 교정시설은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위하여 보안･계호 수준을 유지하고 수용자 처우의 과학화･개별화를 목적으로
경비등급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경비등급 지정이 무의미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도 시설의 경비등급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경비등급을 경비처우급과 연계시키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므로 교정시설의 분류방법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다. 경비등급을 보안･계호의 수준으로만 나누지 않고 재범

21) Johnston, 앞의 책,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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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시설의 안전 및 수용질서, 개선가능성 여부 등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각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을 하나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경비등급을 혼합적으로 지정하여
구획을 나누거나 여러 등급의 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동시 시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보안･계호
부담이 적은 수준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시설의 증･개축이나 신축을 통하여
하나의 교정시설을 혼합 경비등급시설로 지정하여 단계적 상향처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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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전국의 각교도소는 … 감방 1평에 4～10명씩

전국 교정시설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수용하고 있고, 미결감의 경우는 더욱 심해 1평

드러났다. 특히 수용률이 높을수록 교도소 내 사

에 최고 24명까지 들어있는 실정이어서 재소자

고 발생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무

들이 교화교정되기는커녕 되려 질 나쁜 범죄에

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물들어가고 있음이 밝혀져 교도행정의 개선책이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38개소에서 수용 인원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정원을 초과했다. 평균 수용률은 122.5%였다. …

… 전국 각 교도소는 거의 1천～2천명(외국은
4백～8백명)을 수용, 감방 한 평에 4～10명이
복닥거리고 있는 실정(외국은 평당 2명)이다. …
또 일반교도소와 미결수용소는 행형상으로 설치
목적과 수용요건 및 관리운영이 판이한데도 ①부

전체 교정시설 중 정원을 가장 많이 넘긴 곳은
성동구치소로 수용률이 163%에 달했다. 이밖에
서울구치소 158.5%, 의정부교도소 157.3%, 인
천구치소 152.6% 등 수도권 교정시설 대부분이
150%를 넘었다.

산과 대전에는 1천명 이상의 미결수가 수용되어

… 교정시설 수용 인원이 많을수록 교도소 내

있고 ②특히 부산교도소는 수용자 총수의 65.3%

폭행･상해치상 등 사건 발생률도 높아지는 경향

가 미결수여서 구치소나 다름없는 기현상을 보이

을 보였다. 작년 기준 … 부산구치소와 여주교도

고 있으며 ③도주와 증거인멸방지만을 위한 미결

소는 정원이 각각 1천480명, 1천610명으로 비슷

수용소의 변칙운영은 범죄성의 감염으로 누범률

하다. 하지만 수용률은 145.8%와 86.4%로 크게

의 증가는 물론, 죄질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차이가 났고, 사건 발생 수도 40건과 10건으로 4

데다가 미결수는 죄질에 따라 분류수용하는 것이

배 차이를 보였다. … 의정부교도소의 경우 이미

원칙인데도 실정은 그렇지 않아 … 독자적인 구

미결수용자만으로 정원을 초과해 교도소라는 명칭

치소의 운영관리를 건의하고 있다.

이 어색할 정도이다.

※ 동아일보, 1967.11.10. 신문 기사 3쪽.

※ 연합뉴스, 2016.9.22. 인터넷기사.1)

위에서 인용하고 있는 신문기사는 1967년의 기사와 2016년의 기사로 두 기사 모두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사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신문기사의 내용은 놀라울

* 이 발표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2016.7~10월)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대한 연구”(연구책임자:
안성훈, 발간 준비중)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발표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삼가 주시고, 곧 발간되는 발표자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도소가 비좁다 … “전국 평균 수용률 122.5%””, 연합뉴스, 2016.9.22. 인터넷 기사, http://www.yonhapnews.co.kr/
bulletin/2016/09/22/0200000000AKR20160922107500004.HTML?input=1195m (검색일 20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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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비단 최근에만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언론기사를 살펴보면 1970년대2), 1980년대3), 1990년대4), 2000년대5),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된 고질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6)
지난 2013년 3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인해 수용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고,7) 또한 동년 9월에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8)이 내려지는 등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현재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38개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평균 수용률은 122.5%에 이르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의 교도소나
구치소의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용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치소로
수용률이 163%에 달했고, 서울구치소 158.5%, 의정부교도소 157.3%, 인천구치소 152.6% 등
수도권의 교정시설 대부분이 150%대가 넘는 높은 수용률로 정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최근 5년간 교정시설 수용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97.9%였지만, 2012년에 101.6%로 정원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3년 105.9%, 2014년 112.1%,
2015년 116.5%, 2016년 8월 현재 122.8%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교정행정 및 교정처우 상의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예컨대 수용자의
인권 침해, 교정공무원의 직무의지 약화와 교정역량 저하, 교정사고의 발생률 증가,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 달성 불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발생시킬 우려가 매우 크고, 이는 곧 교정의
운영을 매우 곤란하게 할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예컨대 범죄발생의 증가에 따른 치안 악화, 과밀수용과 관련된 국가예산의 증가
등)로 직결되어 국가정책(형사정책; 사회안전망 구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2) “형사정책의 개선방향 –과밀교도소의 ｢범죄학교｣화를 우려한다-”, 경향신문, 1975.11.6. 신문 기사.
3) “구치소의 ｢면회시간 5분｣ ｢과밀수용｣의 요인부터 줄여나가야 한다”, 동아일보, 1983.10.7. 신문 기사.
4) “노역장 수감 벌금형 수형자 2천명 풀려나”, 동아일보, 1990.12.7. 신문 기사.
5) “구금시설 과밀수용 여전”, 연합뉴스, 2002.10.28. 인터넷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
=sec&sid1=102&oid=001&aid=0000262437 (검색일 2016.9.30.)
6)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해방이후부터 1990년대까지의 과밀수용 상황에 대해서는 김화수(1999), “과밀수용의 원인 및 대책”, 교정
제275호, 법무부, 2쪽 참조.
7)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헌법재판소 2013.3.7. 2013헌마142 결정).
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결정(국가인권위원회 2013.9.11. 13직권0000100 결정).
9) “교정시설 과밀화 심각, 평균 수용률 122.5%로 38개소 정원 초과”, 국회의원 정성호 보도자료, 201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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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사례10)나 외국의 사례11)를 보더라도 과밀수용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서 교정시설의
적정한 운영이 곤란하게 되고, 이렇게 시작된 악순환이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지지하는 형벌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는 교정정책 분야의
시급한 선결과제이다.

2

교정시설 수용인원 결정 메커니즘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알면 결정과정에서 수용인원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결정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일본의
하마이(浜井) 교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12)
교도소 수용인원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선 단순한 방정식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즉 “호텔에 매일 200명의 싱글 고객이
숙박하고, 1인 평균 3일간 체재한고 할 때, 호텔 객실은 몇 개가 필요한가?”라는 것과 동일한
문제이다. 교도소 수용인원은 기본적으로는 새로이 확정되는 수형자 수(신입수형자 수), 수형자의
미결일수를 제외한 집행형기(형기)로 결정된다. 다만 가석방제도를 통해 수형자는 형기 도중에
석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교도소 수용인원은 신입수형자 수, 형기, 가석방되는 수
형자 비율(가석방률) 및 가석방되는 수형자의 형기의 실제 집행률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수형자 필요정원
= (형기×가석방률×집행률+형기×(1-가석방률))×1년간 신입수형자 수÷12
※ 형기는 월수로 계산한다.
※ 浜井浩一(2006), ＂過剰収容の原因と背景にあるもの＂，刑法雑誌 第45巻 第3号，有斐閣，480~481쪽.

하마이 교수는 위의 공식에 교정시설의 실제 숫자를 입력하여 그 수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본
결과, 교도소 수용인원은 형기와 가석방의 운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10) 1976년 법무부는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혜택을 형기의 50%를 마친 수형자들에게까지 확대 실시하였
고, 1998년에는 민영교도소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11) 과밀수용으로 인해 교정시설 내 폭동과 교정사고 등으로 이어진 외국의 사례는 인터넷 검색 등으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데,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는 과밀수용으로 인해 교도소 내 폭동과 방화가 일어나 수감자 470명이 집단 탈옥한 사건을 들
수 있다. “브라질 교도소 수감자 470명 집단 탈옥 … 과밀수용에 폭동･방화”, 연합뉴스, 2016.10.1. 인터넷 기사, http://
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01/0200000000AKR20161001019900094.HTML?input=1195m (검색
일 2016.9.30.)
12) 하마이 교수의 분석은 교정시설 수용인원 중 기결구금자, 즉 수형자의 증감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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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교도소에 새로이 입소하는 신입수형자가 감소하면 교도소의 수용인원이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는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즉, 교도소의 수용인원은 형기와 가석방의 운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컨대 신입수형자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수형자의 형기에 영향을
주는 사법기관의 중벌화 경향이 계속된다면 교도소 수용인원은 계속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교정시설 수용자 수용현황
<표 1>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2006년~2015년)
(단위 : 명)

연도

구분

수용정원

1일 평균 수용인원

수용률(%)

2006

47,390

46,721

98.6

2007

43,100

46,313

107.5

2008

43,100

46,684

108.3

2009

44,430

49,467

111.3

2010

45,930

47,471

103.4

2011

45,690

45,845

100.3

2012

45,690

45,488

99.6

2013

45,690

47,924

104.9

2014

46,430

50,128

108.0

2015

46,600

53,892

115.6

60000
50000
40000

46721

49467

47471

45845

45488

47924

50128

53892

46313

46684

43100

43100

44430

45930

45690

45690

45690

46430

466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47390

30000
20000
10000
0
2006

수용정원

1일 평균 수용인원

※ 법무부(2016), 법무연감;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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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정원과 1일 평균 수용인원, 그리고 수용률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06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수용정원을 모두 초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용률은 2006년과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는 수용률 100%를 초과하여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더욱 심각해져 2015년에는 115.6%를 기록하였고 2016년 8월 현재 수용율은
122.8%로 과밀수용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
<표 2> 수용내용별 인원(2006년~2015년)
(단위 : 명) (%)
구분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용내용
1일 평균
수용인원
46,721
(100)
46,313
(100)
46,684
(100)
49,467
(100)
47,471
(100)
45,845
(100)
45,488
(100)
47,924
(100)
50,128
(100)
53,892
(100)

기결구금자
계

수형자

31,905
(68.3)
31,086
(67.1)
32,316
(69.2)
33,179
(67.1)
32,652
(68.8)
31,644
(69.0)
31,302
(68.8)
32,278
(67.4)
32,751
(65.3)
34,625
(64.3)

29,923
(64.1)
29,289
(63.2)
30,280
(64.9)
30,749
(62.2)
30,607
(64.5)
29,820
(65.1)
29,448
(64.7)
30,181
(63.0)
30,727
(61.3)
32,649
(60.6)

미결수용자
노역장 유치
1,982
(4.2)
1,797
(3.9)
2,036
(4.4)
2,430
(4.9)
2,045
(4.3)
1,824
(4.0)
1,854
(4.1)
2,097
(4.4)
2,024
(4.0)
1,976
(3.7)

계
14,816
(31.7)
15,227
(32.9)
14,368
(30.8)
16,288
(32.9)
14,819
(31.2)
14,201
(31.0)
14,186
(31.2)
15,646
(32.7)
17,377
(34.7)
19,267
(35.8)

피의자

피고인

1,114
(2.4)
996
(2.2)
937
(2.0)
1,008
(2.0)
786
(1.7)
724
(1.6)
703
(1.6)
712
(1.5)
747
(1.5)
847
(1.6)

13,702
(29.3)
14,231
(30.7)
13,431
(28.8)
15,280
(30.9)
14,033
(29.6)
13,477
(29.4)
13,483
(29.7)
14,934
(31.2)
16,630
(33.2)
18,420
(34.2)

※ 법무부(2016), 법무연감에 근거하여 작성.

<표 2>는 최근 10년간의 교정시설의 수용내용별 인원을 기결구금자와 미결수용자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결구금자와 미결수용자의 인원은 2006년과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는 양자 모두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기결구금자는 34,625명으로 10년 전인 2006년 31,905명에 비해 약 3,000명 정도 증가하였으며,
미결수용자 또한 2015년 19,267명으로 2006년 14,816명에 비해 약 4,500명 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미결수용자의 증가추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교정본부 내부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13) 2016년 8월 현재 통계는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통계자료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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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결수용자수는 22,579명(사형수 포함)으로 전체 수용인원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교정시설 수용자 수용내용별 분석을 통해 기결구금자와 미결수용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고 특히 미결수용자(피고인)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법정구속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실형선고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이 과밀수용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과밀수용의 원인 및 배경

가. 구공판 사건의 증가와 형기의 장기화 경향
<표 3> 기소인원 및 기소내용별 구성비
(단위 : 백명)
구분
연도
기 소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21,230 954,249 1,042,477 1,268,627 1,154,371 877,420
(100)
(100)
(100)
(100)
(100)
(100)
151,675
(12.0)

2011

2012

2013

2014

817,289
(100)

766,287
(100)

752,411
(100)

704,387
(100)

구공판

103,948
(10.2)

110,635
(11.6)

116,833
(11.2)

154,496
(13.4)

114,298
(13.0)

116,077
(14.2)

137,852
(18.0)

147,570
(19.6)

163,969
(23.3)

구약식

917,282
(89.8)

843,614
(88.4)

925,644 1,116,952 999,875
(88.8)
(88.0)
(86.6)

763,122
(87.0)

701,212
(85.8)

628,435
(82.0)

604,841
(80.4)

540,418
(76.7)

※ 법무연수원(2015), 범죄백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음.
※ 구공판 인원은 구속+불구속 인원임.

<표 3>은 기소인원 및 기소내용별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기소인원 중 구공판(구속+불구속)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구공판 인원의 비율 또한 10년 전인 2005년 10.2%에 비해 2014년에
는 2배 이상 증가한 23.3%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벌금형과 과료형이 대부분인 구약식 인원
은 구공판 인원에 반비례하여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공판 인원의 증가가 반드시 정기형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기형을 선고받는 인원과 비율의 증가를 고려해 볼 때 현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공판 인원의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범죄자에 대한 엄벌화 요구와 이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형벌의 엄격한
적용이 하나의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14)

14) 국민의 법감정과 형벌의 중벌화 경황에 대해서는 이재석(2011), “형법의 중벌화 입법경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제44권,
한국법학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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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1심 공판사건 중 유기징역･금고 선고 현황(2005년~2015년)
(단위 : 명(%))
정 기 형

구분
계
연도

소계

10년이상

5년이상

3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집행
유예

부정
기형

2005

114,195
(100)

40,824
(35.7/100)

485
(0.4/1.2)

1,369
(1.2/3.4)

3,550
16,859
18,561
72,659
(3.1/8.7) (14.8/41.3) (16.3/45.5) (63.6)

712
(0.6)

2006

102,200
(100)

36,999
(36.2/100)

418
(0.4/1.1)

1,191
(1.2/3.2)

3,315
15,270
16,805
64,577
(3.2/9.0) (14.9/41.3) (16.4/45.4) (63.2)

624
(0.6)

2007

119,433
(100)

41,547
(34.8/100)

474
(0.4/1.1)

1,373
(1.1/3.3)

3,816
16,990
18,894
77,215
(3.2/9.2) (14.2/40.9) (15.8/45.5) (64.7)

671
(0.6)

2008

127,494
(100)

44,269
(34.7/100)

508
(0.4/1.1)

1,439
(1.1/3.3)

4,063
16,967
21,292
82,694
(3.2/9.2) (13.3/38.3) (16.7/48.1) (64.9)

531
(0.4)

2009

130,892
(100)

47,274
(36.1/100)

554
(0.4/1.2)

1,774
(1.4/3.8)

4,473
18,749
21,724
83,031
(3.4/9.5) (14.3/39.7) (16.6/46.0) (63.4)

587
(0.4)

2010

114,458
(100)

43,436
(37.9/100)

518
(0.5/1.2)

1,710
(1.5/3.9)

4,674
17,784
18,750 70,519
(4.1/10.8) (15.5/40.9) (16.4/43.2) (61.6)

503
(0.4)

2011

104,543
(100)

42,154
(40.3/100)

526
(0.5/1.2)

1,902
(1.8/4.5)

4,376
17,538
17,812
61,891
(4.2/10.4) (16.8/41.8) (17.0/42.3) (59.2)

498
(0.5)

2012

102,490
(100)

41,062
(40.1/100)

535
(0.5/1.3)

2,067
(2.0/5.0)

4,554
17,637
16,269
60,624
(4.4/11.1) (17.2/43.0) (15.9/39.6) (59.2)

804
(0.8)

2013

108,492
(100)

44,207
(40.7/100)

506
(0.5/1.1)

1,938
(1.8/4.4)

5,266
19,487
17,010
63,609
(4.9/11.9) (18.0/44.1) (15.7/38.5) (58.6)

676
(0.6)

2014

125,417
(100)

51,108
(40.8/100)

599
(0.5/1.2)

2,119
(1.7/4.1)

6,048
22,937
19.405
73,675
(4.8/11.8) (18.3/44.9) (15.5/38.0) (58.7)

634
(0.5)

2015

133,153
(100)

55,459
(41.7/100)

427
(0.3/0.8)

1,987
(1.5/3.6)

5,513
25,364
22,168
77,022
(4.1/9.9) (19.0/45.7) (16.6/40.0) (57.8)

630
(0.5)

※ 법무연수원(2015), 범죄백서, <표Ⅱ-48>을 재인용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법원행정처(2016), 사법연감
의 2015년 통계자료를 추가하여 작성하였음.

<표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1심 공판사건에서 선고된 정기형(유기징역⋅금고)을
형기별로 살펴보면, 집행유예 선고비율과 1년 미만의 정기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0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비해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의 정기형의 경우 각각 인원수와 비율에서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2005년 63.6%를 기록한 이후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서서 2014년에는 58.7%를 기록하였다. 또한 1년 미만의 단기형의
경우는 2008년 48.1%를 정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원수와 비율은 함께 증가하고 있고, 특히 유기징역 형기 중에서 1년 이상의 정기형을 선고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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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기형’을 선고받는 수형자가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형자 형기의
장기화 경향이 과밀수용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15)

나. 형사사법절차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제도 활용의 저조
형사사법절차의 단계는 수사단계, 재판단계, 마지막으로 형집행 단계가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사법절차의 각 단계에는 다이버전(Diversion) 제도16)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적극적 활용여부에 따라서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활용여부가 범죄의 증가가 곧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다이버전 제도로는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과 재판단계에서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제도, 형집행 단계에서의 가석방제도를 들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것은 재판단계에서의 집행유예제도와 형집행
단계에서의 가석방제도이다.

1)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의 감소

<표 5>는 최근 10년간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종국처리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유기징역은
2010년 41.3%를 기점으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는 51,108명, 2015년에는 55,459명으로 10년 내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정기형이 15.1%, 집행유예가 25.4%로 집행유예 비율이 훨씬 높았으나,
이후 집행유예 비율은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정기형이 21.5%, 집행유예가
29.9%로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물론 이 통계는 제1심 공판사건에서의 통계이지만, 앞서 살펴본 교정시설 통계현황 <표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실제 교도
소에 입소한 수형자의 형기별 동향의 추세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일반적으로 다이버전은 공식적인 사법절차로부터의 이탈, 즉 전환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제도는 1960년대 미국에서 범죄의
증가와 이에 따른 법원의 부담가중, 교도소의 과밀수용이 문제가 되어 경미한 범죄에 대한 비범죄화 내지 교정시설의 선별
수용, 형사절차에서의 선별처리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강구된 것이다. 다이버전은 범죄인에게 유죄판결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낙인효과를 방지하며 형사사법제도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과밀수용을 방지하
여 교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각종의 시설내 처우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
다. [네이버 지식백과] 다이버전 [Diversion] (경찰학사전, 2012.11.20,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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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제1심 형사공판사건 종국처리 현황(2005년~2015년)
(단위 : 명(%))
징역 또는 금고
구분
계

사형

유

기

벌금

무죄

소년부
송치

기타

무기

연도

소계

정기

집유

부정기

2005

216,460
(100)

6
(0.0)

94
(0.0)

114,195
(52.8)

40,824
(18.9)

72,659
(33.6)

712
(0.3)

80,893
(37.3)

2,190
(1.1)

1,565
(0.7)

17,517
(8.1)

2006

212,791
(100)

6
(0.0)

56
(0.0)

102,200
(48.0)

36,931
(17.4)

64,577
(30.3)

692
(0.3)

79,853
(37.5)

2,314
(1.1)

1,265
(0.6)

27,097
(12.7)

2007

241,486
(100)

-

96
(0.0)

119,433
(49.5)

41,547
(17.2)

77,215
(32.0)

671
(0.3)

82,452
(34.1)

3,166
(1.3)

1,597
(0.7)

34,742
(14.4)

2008

268,572
(100)

3
(0.0)

58
(0.0)

127,494
(47.5)

44,269
(16.5)

82,694
(30.8)

531
(0.2)

96,110
(35.8)

4,025
(1.5)

1,717
(0.6)

39,165
(14.6)

2009

281,495
(100)

6
(0.0)

70
(0.0)

130,892
(46.5)

47,274
(16.8)

83,031
(29.5)

587
(0.2)

102,294
(36.3)

6,240
(2.2)

1,971
0.7)

40,022
(14.2)

2010

277,400
(100)

5
(0.0)

70
(0.0)

114,458
(41.3)

43,436
(15.7)

70,519
(25.4)

503
(0.2)

96,071
(34.6)

21,229
(7.7)

1,584
(0.6)

43,983
(15.9)

2011

278,169
(100)

1
(0.0)

32
(0.0)

104,543
(37.6)

42,154
(15.2)

61,891
(22.2)

498
(0.2)

85,449
(30.7)

47,947
(17.2)

1,958
(0.7)

38,239
(13.7)

2012

287,883
(100)

2
(0.0)

23
(0.0)

102,490
(35.6)

41,062
(14.3)

60,624
(21.1)

804
(0.3)

85,264
(29.6)

60,399
(21.0)

2,516
(0.9)

37,189
(12.9)

2013

260,155
(100)

2
(0.0)

27
(0.0)

108,492
(41.7)

44,207
(17.0)

63,609
(24.5)

676
(0.3)

81,442
(31.3)

32,543
(12.5)

2,689
(1.0)

34,960
(13.4)

2014

267,077
(100)

1
(0.0)

31
(0.0)

125,417
(47.0)

51,108
(19.1)

73,675
(27.6)

634
(0.2)

85,606
(32.1)

21,014
(7.9)

2,082
(0.8)

32,926
(12.3)

2015

257,984
(100)

(0.0)

42
(0.0)

133,108
(51.6)

55,459
(21.5)

77,022
(29.9)

630
(0.2)

78,283
(30.3)

11,858
(4.6)

1,981
(0.8)

32,709
(12.7)

※ 법무연수원(2015), 범죄백서, <표Ⅱ-48>을 재인용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법원행정처(2016), 사법연
감의 2015년 통계자료를 추가하여 작성하였음.

이와 함께 벌금형의 선고비율 또한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 또한
집행유예제도와 같이 사회 내 처우의 하나로 주요한 다이버전 제도로써 인식되고 있는 만큼
벌금형의 감소는 형사사법기관의 형벌의 엄격한 적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결국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형집행 단계에서의 가석방처분 감소

형집행 단계에서의 대표적인 다이버전 제도로써 가석방 제도를 들 수 있다. 가석방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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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가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형기 또는
수용기간 만료 전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 석방을 허용하는 행정처분으로,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가석방할 수 있다(형법 제72조).17)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석방은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을 조절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석방
처분의 적극적 활용여부를 살펴봄으로써 과밀수용의 원인과 배경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6> 형기종료와 가석방 인원의 연도별 추이(2006년~2015년)
(단위 : 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형기종료

16,293
(65.5)

16,649
(67.5)

17,561
(67.6)

17,607
(68.2)

17,468
(68.4)

16,551
69.9)

15,742
(70.8)

16,374
(72.6)

17,191
(76.1)

19,187
(77.7)

가석방

8,590
(34.5)

8,034
(32.5)

8,433
(32.4)

8,198
(31.8)

8,084
(31.6)

7,126
(30.1)

6,494
(29.2)

6,176
(27.4)

5,390
(23.9)

5,507
(22.3)

계

24,883
(100)

24,683
(100)

25,994
(100)

25,805
(100)

25,552
(100)

23,677
(100)

22,236
(100)

22,550
(100)

22,581
(100)

24,694
(100)

구분

※ 법무연수원(2015), 범죄백서, <표Ⅲ-8>을 재인용하여 작성하였으며, 2015년 자료는 교정본부 내부
통계자료를 인용함.

<표 6>은 최근 10년간 수형자의 출소 사유18) 중 형기종료와 가석방 인원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가석방자 수는 2008년 8,433명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여 2014년 5,390명을
기록하며 10년 동안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하고 있다. 2016년에는 가석방자 수가 5,507명으로
조금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가석방 허가율(2011년~2015년)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신청인원

7,574

6,996

6,903

6,298

6,216

허가인원

7,065

6,444

6,148

5,361

5,480

허 가 율

(93.3)

(92.1)

(89.1)

(85.1)

(88.2)

연도

※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추가 작성하였음.

17)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
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18) 수형자의 출소 사유에는 형기종료와 가석방 이외에도 사면, 형집행정지, 노역종료, 사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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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가석방 신청인원 대비 허가인원과 허가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가석방 허가인원과 허가비율은 2011년부터 감소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가석방 신청인원이 이미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인원이라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형법 제72조 제1항19)에서는 가석방의 요건으로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 제121조 제1항20)은 “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가석방 신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교도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가석방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1차로 선정하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1차로 선정된 적격자들을 다시
심사하여 가석방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석방 예비신청인원은 위의 표에
나타난 신청인원 보다 훨씬 많으며, 허가율에 있어서도 위의 표에서는 평균 약 90%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신청인원인 예비신청인원 대비 허가율은 10%대 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전체 가석방 심사대상자 대비 가석방심사 허가율은 2015년의 경우 43,900명 중 5,480명으로
12.4%에 불과하다.21)
<표 8> 가석방자 형집행률 연도별 현황(2006년~2015년)
(단위 : 명(%))
형집행률

계

50% 미만

50~59%

60~69%

70~79%

80~89%

90% 이상

계

71,429
(100)

-

-

28
(0.0)

5,335
(7.5)

40,570
(56.8)

26,495
(37.1)

2006

8,379
(100)

-

-

12
(0.1)

429
(5.1)

4,208
(50.2)

3,730
(44.5)

-

-

-

-

0
(0.0)
6
(0.1)

387
(4.9)
383
(4.6)

3,431
(43.3)
3,780
(45.1)

4,098
(51.8)
4,220
(50.3)

연도

2007
2008

7,916
(100)
8,389
(100)

19)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
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20)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
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21) “가석방 허가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법무부 교정본부 해명자료, 2010.5.4. 참조. 최신 통계는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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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률
연도

계

50% 미만

50~59%

8,252
(100)
7,995
2010
(100)
7,065
2011
(100)
6,444
2012
(100)
6,148
2013
(100)
5,361
2014
(100)
5,480
2015
(100)
※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통계자료에 의함.
2009

60~69%

70~79%

80~89%

90% 이상

1
(0.0)
1
(0.0)
3
(0.0)
1
(0.0)
1
(0.0)
1
(0.0)
2
(0.0)

655
(7.9)
908
(11.4)
759
(10.7)
548
(8.5)
469
(7.6)
432
(8.1)
291
(5.3)

4,804
(58.2)
5,117
(64.0)
4,654
(65.9)
3,953
(61.3)
3,786
(61.6)
3,197
(59.6)
3,075
(56.1)

2,792
(33.8)
1,969
(24.6)
1,649
(23.3)
1,942
(30.1)
1,892
(30.8)
1,731
(32.3)
2,112
(38.5)

-

<표 8>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최근 10년간의 연도별 가석방자의 형집행률을 나타낸
것이다. 가석방자 수는 2006년 8,379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5,480명을 기록하여 10년 전에 비해 약 3,000명 정도 감소하였다. 또한 가석방자의 형집행률은
대부분 80% 이상으로 형집행률 80% 미만의 경우 가석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형집행률 70% 미만의 수형자인 경우 2006년 12명이 가석방된 이후 매년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60% 미만의 수형자는 한 명도 가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수형자의 가석방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가석방의 엄격한 제한이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 미결수용자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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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구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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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현황(2006년~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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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기결구금자와 미결수용자의 인원 모두 증가추세에 있지만, 특히
미결수용자의 경우 2006년 14,816명에서 2015년에는 19,267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미결수용자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미결수용자 중에서도
피의자 신분인 경우 2006년을 정점으로 이후 수용인원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의 인원은 2006년과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2년
이후부터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표 2> 참조).
이와 같이 피의자 신분의 미결수용자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199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생각되며, 특히 2008년부터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의무화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율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2015년도 범죄백서에 의하면
2005년 구속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 2014년의 구속율은 1.8%로 2005년에 3.5%에 비해
매우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표 9> 참조), 반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선고로 법정구속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어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22)

<표 9> 제1심 공판사건 접수 인원 현황(2005년∼2014년)
(단위 : 명(%))
구분
연도

구

속

불 구 속

계
인 원

구 성 비

인 원

구 성 비

2005

216,460

56,657

26.2

159,803

73.8

2006

227,696

46,275

20.3

181,421

79.7

2007

250,172

42,159

16.9

208,013

83.1

2008

274,955

39,693

14.4

235,262

85.6

2009

287,465

40,214

14.0

247,251

86.0

2010

263,425

31,015

11.8

232,410

88.2

2011

277,744

28,326

10.2

249,418

89.8

2012

292,707

27,169

9.3

265,538

90.7

2013

270,469

27,233

10.1

243,236

89.9

2014

268,823

28,543

10.6

240,280

89.4

※ 법무연수원(2015), 범죄백서, <표Ⅱ-44> 인용.

22) “구속영장 발부 대폭 감소 … 14만여건서 3만여건으로”, 법률신문 2016.9.12. 인터넷 기사 참조, https://www.lawtimes.co.
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3085&kind=&key=&page=1 (검색일 20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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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법정구속률 증가에 따른 미결수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요인이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15년도 형사공판
사건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수는 10,762명으로 통계 산출이 가능한 2002년 5,168명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표 10> 참조).23)

<표 10> 형사공판사건 법정구속 피고인수(2015년)
(단위 : 명)
구

분

불구속 인원수

법정구속 인원수

13,556

-

고법

5,177

110

지법

44,277

690

합의

11,721

993

단독

213,521

8,969

상고심
항소심

제1심

※ 법원행정처(2016),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의함.

제1심 공판사건에서 판결을 받은 인원 중 그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한 인원의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61,132명에서 2014년 92,624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항소율
또한 2005년 29.8%에서 2014년 38.6%로 최근 10년간 항소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11> 참조). 법정구속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소인원과 항소율의 증가는 미결수용자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원인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형사공판사건 항소율 현황(2005년~2014년)
(단위 : 명(%))
연

도

판결인원

항소인원

항소율

2005

205,402

61,132

29.8

2006

192,772

60,139

31.2

2007

214,005

71,454

33.4

2008

237,234

76,711

32.3

2009

248,704

79,717

32.1

23)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16년도 사법연감에만 법정구속 피고인수에 관한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어 연도별 법정구속 피고인수
를 알 수 없지만, 법률신문 2016년 9월 12일자 인터넷신문에 의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는 사례는 크게 늘어, … 통계 산출이 가능한 2002년 5168명이던 1심 법정구속자 수는 지난해 1만6762명으로 3
배 이상이 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대폭 감소… 14만여건서 3만여건으로”, 법률신문, 2016.9.12. 인터넷
기사,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3085&kind=AA01 (검색일 20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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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판결인원

항소인원

항소율

2010

241,105

80,794

33.5

2011

246,619

79,421

32.2

2012

257,091

75,896

29.5

2013

230,691

78,886

34.2

2014

239,960

92,624

38.6

※ 법무부(2015) 범죄백서, <표Ⅱ-52> 인용.

한편 미결구금자의 출소사유를 살펴보면 미결구금자 중 약 50% 정도는 실형이 아닌 구속취소나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선고될 때까지 구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원인이 과밀수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2> 참조).
<표 12> 미결구금자 출소사유별 인원(2005년~2014년)
(단위 :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67,118
(100)

67,754
(100)

65,155
(100)

70,008
(100)

61,815
(100)

43,987
(100)

41,433
(100)

42,651
(100)

46,272
(100)

50,654
(100)

구속취소

2,311

1,882

1,308

1,888

1,893

1,465

1,355

1,400

1,669

2,056

벌금

2,107

1,881

1,988

2,156

1,574

1,235

947

1,078

1,224

1,306

집행유예

17,736

16,924

15,951

17,052

13,074

11,030

9,941

10,100

11,777

12,914

보석

6,561

5,415

4,672

4,709

3,885

3,376

2,662

2,882

3,167

3,096

형확정

22,623
(33.7)

25,535
(37.7)

25,626
(39.3)

25,804
(36.8)

24,351
(39.4)

21,955
(49.9)

21,660
(52.3)

22,017
(51.6)

23,155
(50.0)

25,985
(51.3)

기타

15,780

16,117

15,610

18,399

17,038

4,926

4,868

5,174

5,280

5,324

연도말인원

15,506

14,169

15,769

15,931

13,700

13,840

15,274

16,687

18,317

19,569

연도

※ 법무부(2016), 법무연감, <표 5-11>을 인용하여 편집/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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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밀수용 해소방안의 검토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경험한 미국의 경우 다양한 과밀수용의 해소방안을 강구해 왔다.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는 주로 6가지 방안, 즉 ①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축소, ② 위험한 수형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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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하고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수형자의 석방, ③ 구금형에서 사회내처우형으로의 전환, ④
가석방 인원의 증원, ⑤ 새로운 교정시설의 건축과 기존 교정시설의 증축, ⑥ 체계적 양형
프로그램의 실시가 고려되어 왔다.24) 이와 관련하여 Blumstein(1983)은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25)

1) 무익한 전략(Null Strategy)

교정시설이 증가하는 수용자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 시설에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는 무익(無益)한 전략(null strategy)이다. 이 전략은 과밀수용의 해소와 관련하여
아무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추이가 전체적으로 볼 때 증감을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밀수용 상황의 자연 해소를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해소방안 마련과 관련한 추가비용의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수용하기 쉬운 전략이다.26) 그러나 과밀수용의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상황을 넘어서거나 지속될 경우 교정행정의 마비 또는
폭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해소방안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27)

2) 교정시설 증설 및 증축 전략(Provision of Additional Capacity Strategy)

교도․구치소 대폭 확충
2002년까지 6곳 신설․4곳 증축 … 6천명 더 수용
오는 2002년까지 순차적으로 10개의 교도소와 구치소가 신설되거나 증축된다.
이에 따라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능력이 현재의 5만 6천명에서 6만 2천명 규모로
늘어나 재소자 과밀현상이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3일 “오는 2002년까지 모두 6개의 교도․구치소를 새로 짓고 기존의
4개를 증․개축해 전체 수용능력을 지금보다 6천명 정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운용 중인 42개 교도․구치소에는 적정 수용능력을 1만 2천여명이나
초과한 6만 8천여명이 수용돼 있다”며 “재소자들의 권익신장 차원에서 이 같은 계획을

24) Frank schmalleger, John Ortiz Smykla(2005), Corrections in the 21st Century, 2nd ed, Mcgraw-Hill, p. 464.
25) Alfred Blumstein(1983), “Prisons: Population, Capacity, and Alternatives”, James & Wilson eds., Crime and
Public Policy, SF:ICS Press, pp. 236~250; 이윤호(2003), 교정학개론, 박영사, 95쪽.
26) Alfred Blumstein, op. cit., pp. 236~237.
27) ibid.,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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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수용시설 중 경기도와 경북지역에 새로
지어질 2곳은 대형 직업훈련원을 갖춰 재소자들의 재활을 돕게 된다.
※ 한겨레신문, 1998.8.24, 21쪽 신문 기사.

교정시설의 증설 및 증축을 통해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전략이다.28) 교도소의
증설과 증축에 의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은 일면 유효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생각되지만,
시설의 증설과 증축에는 긴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방안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정시설이 일단 증설되면, 이후 수용인원 감소로 인해 생기는 여유 공간을 새로운 수용자로
채우게 된다고 하는 교도소 인구의 자기증식 메커니즘(파킨슨의 법칙: Parkinson's law)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정시설의 증설과 증축에 따른 관리운영상
교정예산의 증가, 교도관의 증원과 이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것이다.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과거 25년간 정치가들이 범죄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들에
대하여 교도소 건설을 위한 유례없는 재정투자 공약을 해왔고, 그 결과 1995년 1,160개소이었던
교도소가 5년 후인 2000년에는 1,208개소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5년 동안 교도소 내의
새로운 1인 거실공간(prison beds)이 303,000개가 만들어졌고, 또한 국가 교정비용은 1995년 약
120억 달러(약 13조 3천억)에서 2000년에는 약 400억 달러(약 44조 6천억)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새로운 자원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과밀수용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한다.29) 이러한
상황은 이상의 신문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기사에 의하면 1998년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상황 등으로 인한 범죄발생 상황의 악화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초래되었고, 이에 2002년까지 10개의 교도소와 구치소를 신설/증축할 계획이
수립/실행되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과밀수용 상태이다.30)
이와 같이 교정시설 증설 등에 의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은 원인에 근거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고 또한 당면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과밀수용 해소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이상에서 과밀수용 해소방안 중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은 경찰, 검찰, 법원, 교정당국
등의 상호간 협의와 협조를 전제로 각 형사절차 단계에서 입구(front-door)전략과 출구(back-door)
전략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제4장에서
28) ibid., pp. 238~241.
29) Frank schmalleger, John Ortiz Smykla(2005), op. cit., p. 464.
30) 교정시설 신설 및 증축에는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또한 수용인원의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 없이 수용시설
의 신설/증축에만 의존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수용능력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한영수(2000), 행형과 형사사
법, 세창출판사,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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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한 우리나라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이상의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선별적 무력화 전략(Selective Incapacitation)

위험한 수형자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선별적 무력화 전략(selective incapacitation)으로 제한된
교정시설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방안이다.31) 이러한 전략의 배경에는 많은
범죄들이 다수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재범자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자들은
가석방, 중간처우, 사회내처우 등으로 석방함으로써 교정시설 내의 수용인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32)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한 수형자의 선별과 관련하여 복잡한 기술적⋅윤리적⋅법률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 명확해 보이고,33) 또한 이러한 선별작업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들은
장기형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결국 새로운 위험한 수형자의 지속적인 입소에 따라
근시일내에 과밀수용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과밀수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4) 수용인원 감소 전략(Population Reduction Strategy)
교정시설 내의 수용인구를 감소시킴으로써 과밀수용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전략(population
reduction strategy)으로, 입구(front-door)전략과 출구(back-door)전략으로 대별된다.34) 입구전략은
형집행 이전 단계인 수사 및 기소, 재판단계에서 다이버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정시설
입소인원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예컨대, 기소단계에서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재판단계에서의
선고유예⋅집행유예 제도, 벌금형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출구전략은 형집행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정시설로부터 많은
인원을 출소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제도로서는 가석방제도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현행
법제도 내에서 사법당국의 의지에 따라 바로 시행될 수 있고 그 효과 역시 즉시 나타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31) Alfred Blumstein, op. cit., pp. 241~243.
32) ibid., p. 242.
33) ibid., p. 242.
34) ibid., pp. 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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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용인원 변화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전략(Population-Sensitive Flow-Control Strategies)

교정시설이 과밀수용 상황인 경우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결정시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전략이다.35) 사법당국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거나 특정 범죄군에 대한 특별단속 등을 실시할
경우 범죄발생 및 검거율의 증가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략은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서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전략은 경찰,
검찰, 법원, 교정당국 등의 상호간 협의와 협조를 전제로 각 형사절차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수용인원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36) 즉 교정시설이 과밀수용일
경우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교정당국이 상호간에 수용능력과 현황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형사절차 단계에서 다이버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을 적정인원으로 조절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 또한 사법당국의 의지에
따라 바로 시행될 수 있고 그 효과 역시 즉시 나타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과밀수용
해소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입구전략
1) 자유형 대체형벌의 적극적 활용

양형단계에서 법관이 집행유예나 벌금형과 같은 비자유형 보다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 선고를
선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교도소 수용가능성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게 된다.37) 문제는, 엄벌화 경향에 따른 일련의 형벌가중적 형사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유형의 선고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법정형이 상향되고
형벌의 적용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전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혹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를 꺼리게
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38) 이러한 결과는 결국 교정시설 입소 인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양형단계에서의 비자유형의 적극적인 운용 여부는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정시설 입소인원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자유형의
목적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양형단계에서 그 적용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35) ibid., p. 245.
36) ibid., pp. 245~246.
37) 한영수(2000), 앞의 책, 84쪽.
38) 안성훈(2012), 단기 효과를 위한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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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벌금형 적용의 확대

벌금형은 범죄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강제적으로 빼앗음으로써 금전적 고통과 기회상실을
부여하여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장차 법질서에 적합한 행위를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형39)의 하나이다.40)
벌금형은 다른 형벌과 비교해서 ① 단기자유형의 폐해와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② 고의성이
없는 과실범이나 절도죄나 도박죄 등과 같은 이욕적 동기에 근거하는 범죄에 대해서 유효하고,
③ 법인에 대한 형벌로서도 의미가 있으며, 또한 ④ 수형자의 자산, 수입, 특성 등을 고려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고, 오판에 따른 구제가 용이하며, 관리경비가 비교적 적게 드는 점41) 등에서
장점42)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다.43) 주지하다시피 단기자유형은 범죄인을 단기간 내에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범죄인으로 하여금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고 보다 신속하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형벌이지만, 신체가 구속되는 자유형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낙인효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시설 내 처우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에 감염될 위험성의
증대 등으로 인해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수형시설의 부족과 수형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5년 제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1년 미만의 자유형이 선고된 자는 약 22,000명 정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벌금형의 형사정책적 의의를 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범죄자를 사회 내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형벌의 범죄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1년 미만의 자유형이 선고된 자 중에서 상당수는 법관의 양형재량에 따라 벌금형으로의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집행유예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형법(刑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39) 재산형은 피고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내용을 가진 형벌로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형에는 벌금, 과료, 몰수가 있다.
40) 안성훈(2013), “기억하라 34,361! -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도입의 의의”, 월간 인권연대 제161호; http://www.hrights.or.kr
/technote7/board.php?board=news&command=body&no=1125
41) 벌금형은 피고인을 구금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벌금의 부과를 통해 그의 실질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자
유형에 비해 인도적이고, 수형자를 구금하지 않기 때문에 구금으로 인한 타재소자로부터의 범죄성 학습을 피할 수 있어서
재범방지에 효과적이고, 국가도 수형자를 수용하기 위해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영근(200
9), 형법총론, 박영사, 759쪽.
42) 이용식(2008), “벌금형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형사법 개정 연구 자료집, 법무부, 482~488쪽 참조.
43) 大谷實(2009), 刑事政策講義[新版], 弘文堂,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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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刑)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종료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제62조)고 하여 집행유예를 인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이다.44) 이 제도는 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써 강구되었는데, 특히 단기자유형을
집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 즉 범죄학습, 수형시설의 과밀화 등을 방지하고,
또한 피고인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에의 기여라고 하는 형사정책적 의의45)를 가진다.46)
현행법에 따라 법관은 3년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재량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즉 법관의 양형재량에 따라 피고인의 석방과 구금이 결정된다. 이러한 점은 법관에게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집행유예는 실질적으로 석방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형사실무에 있어서 법관은 석방과 구금이라는 극단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형사실무상 양형단계에서 범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형이 너무 과하거나 그렇다고 형집행 전부를 유예시키기에는 형이
너무 경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 법관은 자유형이나 집행유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된다.47)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엄벌화 경향에 따른 일련의 형벌가중적 형사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관이
실질적으로 석방의 의미를 가지는 집행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점이 양형단계에서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13>은 최근 5년간 자유형과 집행유예 선고인원을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자유형 선고
비율의 증가와 반비례하여 집행유예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교정시설에의
입소인원의 증가를 의미한다.
현행 법률상 법관의 재량에 의해 자유형이나 집행유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관에게만 의존하여 집행유예의 적극적 활용을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제안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형의 일부집행
유예제도이다.48)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을

44) 집행유예제도의 유래와 연혁에 관해서는 박상기(2012),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565~566쪽 참조.
45) 집행유예의 형사정책적 의의는 앞서 본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하는 기능(소극적 기능)과 재범을 하면 집행유예가 실효
되어 선고형이 집행된다는 위하작용을 통하여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특별예방기능(적극적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안성훈(2
012), 앞의 보고서, 27쪽, 주5 재인용.
46) 박상기(2012), 위의 책, 564쪽.
47) 안성훈(2012), 앞의 보고서, 28쪽, 126~127쪽.
48) 위의 보고서, 2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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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하는 제도로, 선고형의 일부에 대하여 실형을 집행하게 되면 구금경험을 통한 범죄진압
효과를 얻어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 법질서의 효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실무계의 양형상의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9) 따라서 현행
집행유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도입50)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51)
<표 13> 제1심 형사공판사건 자유형 누년비교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무기
(징역/금고)

2006

2007

101,564 118,858
(100)
(100)

2009

127,021 130,375
(100)
(1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14,025
(100)

104,077
(100)

101,709
(100)

107,843
(100)

124,814
(100)

132,523
(100)

96
(0.1)

58
(0.0)

70
(0.1)

70
(0.1)

32
(0.0)

23
(0.0)

27
(0.0)

31
(0.0)

42
(0.0)

유기
36,931
(징역/금고) (36.4)

41,547
(35.0)

44,269
(34.9)

47,274
(36.3)

43,436
(38.1)

42,154
(40.5)

41,062
(40.4)

44,207
(41.0)

51,108
(40.9)

55,459
(41.8)

64,577
(63.6)

77,215
(65.0)

82,694
(65.1)

83,031
(63.7)

70,519
(61.8)

61,891
(59.5)

60,624
(59.6)

63,609
(59.0)

73,675
(59.0)

77,022
(58.1)

집행유예

56
(0.1)

2008

※ 법원행정처(2016),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의함.

다. 출구전략
교정시설 수용인구는 신입자의 수와 구금기간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형기가 길어질수록
수용인원이 누적되어 증가하게 되므로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는 높아지고 수용환경은 열악해
진다.52) 앞의 <표 4>에서 정기형(유기징역⋅금고)을 선고받은 인원수와 비율이 함께 증가하고
있고, 특히 형기 1년 이상의 정기형을 선고받는 인원수 증가로 교도소 내 체류수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수용인원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단계에서 수형자의 재소기간을 단축하는 가석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49) 위의 보고서, 23쪽.
50)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안성훈(2012), 앞의 보고서 참조.
51) 안성훈(2012), 앞의 보고서, 29쪽.
52) 전정주(2005), “교정발전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과밀수용해소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29호, 한국교정학회,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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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가석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72조 제1항),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집행법 제121조 제1항). 적격심사시에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여
적격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형집행법 제12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적격심사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252조(누범자에 대한 심사) 위원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
행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 때에는 뉘우치는 정도, 노동 능력 및 의욕, 근면성, 그 밖
에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생활계획과 보호관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253조(범죄동기에 대한 심사) ① 위원회가 범죄의 동기에 관하여 심사할 때에는 사회의 통념 및
공익 등에 비추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범죄의 동기가 군중의 암시 또는 도발, 감독관계에 의한 위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
한 것일 때에는 특히 수형자의 성격 또는 환경의 변화에 유의하고 가석방 후의 환경이 가석방처분
을 받은 사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가석방자"라
한다)에게 미칠 영향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254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경우
2.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지은 경우
제255조(재산범에 대한 심사) ① 재산에 관한 죄를 지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하
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여부 또는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 외의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이 수형자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교정실무에 있어서는 이상의 가석방 요건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석방 대상자는 형집행률이 80~90% 이상이어야 하고, 형집행률 이외에도
죄질, 범수, 재범우려, 피해정도 및 합의여부, 사회의 감정, 석방 후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매우 신중하게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53) 특히, 성폭력사범54)이나
13세미만 아동성폭력사범, 가정파괴범, 인신매매사범 등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전면 배제하고
있으며, 또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수형자의 경우 가석방 심사시 ‘제한사범’으로 분류하여,
일반 수형자보다 더욱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남은 형기를 최소화하고 질병 등의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석방을 허가하기 때문에 잔여 형기가 1월 미만인 상태에서
53) 김화수(1999), “과밀수용의 원인 및 대책”, 교정 제275호, 법무부, 34쪽.
54) 성폭력사범 등은 초범에 한해 전자발찌 착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허가하는 등의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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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가석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재소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는 효과, 즉 형기단축 효과를 가진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형식적으로 가석방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기 때문에 가석방에 의해 형기의 3분의 2를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55)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형기의 80~90%를 복역한 후에야 가석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방식은 가석방 제도의 목적을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의 도모가 아니라
수용자에게 베푸는 은혜에 두고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56)
가석방은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형기 만료 전의 적당한 시기에
조건부57)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이다.58) 이는 구금이 장기화될수록 수용자의 사회복귀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가석방에 의해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59)
생각건대 가석방은 목적형주의 또는 교육형주의의 요청에서 나온 제도로서 수형자가 형기를
모두 복역하지 않았지만 형기종료 이전에 사회에 복귀시키더라도 재범을 하지 않고 원활한
사회복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 형기를 사회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금을
억제하고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또한 형의 집행에 있어서도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특별예방적 의미도 가진다.60)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가석방 제도의 목적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촉진을 통한 재사회화와 재범방지에의 기여를 통한 사회의 안전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다.61)
따라서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은 교정교화 촉진의 필요성과 재범방지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형집행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형집행법 제1조).
이러한 전제 하에서 지금의 소극적인 가석방 관행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가석방 제도 운영을 통해
가석방의 비율을 높이고 가석방의 시기도 앞당겨 진다면 수형자의 평균재소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당면한 과밀수용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하마이 교수는 자신이 설계한 공식을 이용하여 가석방의 운용이 교도소

55) 한영수(2000), 앞의 책, 109쪽.
56) 박상열(2015), “가석방제도의 실태와 확대방안”, 휘둘리는 사법 어떻게 해야 하나?(토론회 자료집), 27쪽.
57) 여기에서 말하는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일정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가석방을 취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8) 森下忠(1993), 刑事政策大綱[新版], 成文堂, 282쪽.
59) 위의 책, 167쪽.
60) 허주욱(2003), 교정학[新訂版], 법문사, 647쪽.
61) 법률적 성질로 보더라도 가석방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해지는 행정처분으로 규정(형법 제72조 제1항)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의 은사로 볼 수 없다. 앞의 책, 6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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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다른 요소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가석방자에 대한 형집행률을 5% 감소시키면, 즉 형기를 5% 낮추어
가석방을 하게 되면 1,000명 규모의 교도소 하나를 짓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결과를
얻었고, 반대로 가석방을 억제하면 과밀수용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62)

라. 미결수용자 과밀수용 해소방안
미결수용자 증가에 의한 과밀수용 현상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가능한
한 구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속인원을 줄이는 방법과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미결구금기간을
줄이는 방법, 구치소의 증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63)
[그림 1]과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미결수용률은 전체 수용인원 중 약 35%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미결수용자가 많은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선고로 법정구속이 되는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 인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정구속률 증가에 따른
미결수용자의 급격한 증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미결수용자의 증가 원인이 법정구속 인원의 증가가 기인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 증가의 의미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
피의자의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구속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64)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고 한다)에 의하면, “불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7조). 이에 따라 법원은 불구속 피고인에

62) 浜井浩一(2006), “過剰収容の原因と背景にあるもの”, 刑法雑誌 第45巻 第3号, 有斐閣, 481쪽.
63) 한영수(2000), 앞의 책, 107쪽.
64) 이은모(2011), 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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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정구속65)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66)
피고인 구속의 목적은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집행의 확보이다. 즉, 피고인 구속을 통해
공판기일에의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증거인멸에 의한 재판심리의 방해를 방지하며,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실현할 수 있다.67)
피고인의 구속사유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①의 경우)이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또한 법원은 이러한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68)
이러한 피고인의 구속사유는 피의자의 구속사유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은 피의자
구속의 경우와 달리 아무런 통제수단이 없다. 즉, 수사기관에서의 구속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영장청구 단계나 법관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정구속은 아무런 통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69)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를 충족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재판심리절차에서 피고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었고 또한 증거도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 즉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현실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70) 도주의 우려의 구속사유가 주된
사유로 작용하게 된다.71)

65)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형사소송법에는 법정구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법정구속이라는
용어를 찾아 볼 수 있다. 김현수/안성조/이창섭(2014),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억제 방안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48쪽.
66) 법정구속을 하는 근거는 재판 결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불구속재판의 필요성이 소멸 내지 감소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실형선고를 받음으로써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현실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 위의 책, 41쪽.
67) 이은모(2011), 앞의 책, 241쪽; 위의 책, 48쪽.
68)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
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69) 김대휘, “법정구속”, 법률신문 오피니언, 2014.12.22. 인터넷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89746&kind=BA10 (기사검색 2016.10.11.)
70) 법원행정처(2016), 앞의 책, 37쪽; 김현수 외 2인(2014), 앞의 보고서, 57쪽, 주9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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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주의 우려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단지 피고인이 형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추정만으로는 구속사유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72) 특히
무죄를 다투고 있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판례분석에 의한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로 ①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점 등이 주된 이유라고 보고하고 있다.73)
주지하다시피 법정구속이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실제로
항소심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변호인은 수시로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피고인을
면담을 하거나 서류를 전달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외부에 있는 자료를 찾기도 어렵다. 그런데
법관들이 ‘방어권 행사’를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경우 유죄가 되면 반성이 없다고 하여 형을 가중하거나 법정구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무죄추정’이나 ‘피고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하여 실무상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74)
최근 법정구속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언론보도75)와 피고인의 법정구속이 구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형사사법제도의 엄벌화 경향에 따른 형사재판부의 중형 선고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76) 법정구속 또한 구속이므로, 구속의 요건이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피고인 구속의 경우 법원이 직접 결정하므로 피의자
구속에서의 영장실질심사와 같은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구속여부를 구체적인
법정구속의 기준 없이 판사의 재량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77) 더욱이 엄격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 구속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과는 반대로 법정구속 사례가 급증하여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김성돈 교수는 불구속원칙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주된 이유가 ‘구속=처벌’
이라고 하는 왜곡된 구속관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78)
71) 피고인 구속의 목적이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집행의 확보라는 점에서도 도주의 우려가 피고인 구속에 있어서 주된 사
유임을 알 수 있다.
72) 김현수 외 2인(2014), 앞의 보고서, 57쪽; 김대휘(2014), 앞의 인터넷 기사.
73) 성상욱(2007),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선고형에 미치는 영향 –창원지법 불구속재판강화방안 시행 전후 선고형 분석-”, 형사
법의 신동향 제9호, 대검찰청, 126쪽 이하 참조; 김현수 외 2인(2014), 앞의 보고서 54쪽, 주79 재인용.
74) 김대휘(2014), 앞의 인터넷 기사 참조.
75) “법정구속 구체적 기준이 없다”, 파이낸셜뉴스, 2014.10.10. 인터넷 기사, http://www.fnnews.com/news/201410091
748319216 (검색일 2016.10.11.)
76) 김대휘(2014), 앞의 인터넷 기사.
77) 김현수 외 2인은 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검찰의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이 보다 상세하게 구속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현수 외 2인(2014), 앞의 보고서, 41~46쪽 참조.
78) 김성돈(2009), “개정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인신구속제도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재판원칙의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성신법학
제8호,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5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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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이 무기력한 집행유예와 폐해많은 단기실형의 두 갈림길에서 미결구금을 매개로 한
양형조절을 쉽게 할 수 있는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② 영장재판에서 아무런 보증없이 무조건 피의자를 불구속상태로 두기가 곤란하여 장차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통해 석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라도
막상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담당하는 법관은 영장법관의 판단을 번복하는 데에 부담을
느껴 석방결정을 내리는 일에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③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처벌로 보는 법관의 구속관은 구속을 범죄에 대한 응징 내지
형벌의 사전집행으로 생각하는 결과 구속 대체수단이나 석방조건의 다양화가 이루어진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재판을 과감하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④ 구속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이중적 잣대(자신이 피의자인 때에는 구속이 공권력의
남용이지만, 자신이 피해자인 때에는 오히려 강력한 무기로 생각함)가 구속을 매개로
법원에 대한 불신과 신뢰의 연결고리를 조작하기 때문이다.
⑤ 사안이 중하거나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 사회에서 비난여론이 들끓을 때 법원이 언론과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불구속재판원칙 실현의 주체가 법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이유로 법원이 ‘구속=처벌’이라는
구속관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법정구속은 법관의 재량사항이라는 명목 하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구속재판의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2) 보석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

불구속재판의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구속만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석방을 확대하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달성되기 어렵다.79) 현행 구속자
석방제도에는 체포⋅구속적부심(이하 ‘구속적부심’이라 한다),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가
있다. 그러나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되는 제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구속자석방제도는 구속적부심과 보석이다.80)

79) 위의 논문, 55쪽.
80) 정진수(2006), 인신구속제도의 일원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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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와 달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정되지 않지만,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에 대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보석이란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81)
보석제도는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함으로써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여 구속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면서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유를 부여하여 불구속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82) 또한 보석은 미결구금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구금에 의한 악영향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는 형사정책적 의미도 가진다.83)
이러한 점에서 보석제도는 피고인의 법정구속의 사유가 주로 도주의 우려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구속재판의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보석은 청구가 있을 경우 제외사유가 없다면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95조)84), 제외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96조).85)

<표 14> 보석청구사건 처리현황(2005년~2006년)
(단위: 건)
구분
연도

처리
금년접수

계

허가

불허가

기타

허가율(%)

직권보석

2006

13,681

13,636

6,730

6,444

462

49.4

158

2007

11,832

12,128

5,536

6,335

257

45.6

247

2008

10,696

10,440

4,542

5,762

136

43.5

267

2009

10,589

10,507

4,629

5,719

159

44.1

281

2010

8,531

8,582

3,767

4,690

125

43.9

223

81) 이은모(2011), 앞의 책, 275쪽.
82) 위의 책, 275쪽.
83) 위의 책, 276쪽; 김태명(2009), “한국의 인신구속제도”, 동아법학 제4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704쪽.
84)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85)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
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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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처리
금년접수

계

허가

불허가

기타

허가율(%)

직권보석

2011

7,626

7,690

3,229

4,329

132

42.0

228

2012

6,705

6,613

2,541

3,978

94

38.4

206

2013

6,878

6,802

2,747

3,913

142

40.4

181

2014

7,486

7,385

2,939

4,311

135

39.8

303

2015

7,692

7,673

2,934

4,563

176

38.2

236

※ 법원행청처(2016),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의함.

<표 14>는 최근 10년간의 보석청구사건 처리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보석청구접수 건수는
2005년 13,681건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여 2015년에는 7,692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56%나 감소한 수치이다. 청구된 보석의 허가율 또한 2006년 49.4%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보석허가율은 38.2%를 기록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정구속률을 제도적으로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보석제도가 최근
10년간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원인이 미결구금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였던 종래의 보석제도는 보증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는 자는
이용하기가 어렵고 자력이 있는 자에게는 출석담보력이 미약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86) 이에 따라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무자력자에 대해서도 보석의 기회를
확대하고 출석담보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금납입 이외에 서약서제출, 보증금납입약정서 제출,
주거제한, 피해자⋅증인에 대한 접근금지,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금지, 피해보상금 공탁, 담보제공
등 보석조건을 다양화하였고(형사소송법 제98조),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담보를 몰취하는 것은 물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102조 제3항, 제103조 제1항).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 보석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이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석청구접수 건수의 감소에서 나타나듯이
보석제도가 피고인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보석청구권을 필요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보석허가율의 제고는 차치하고라도 신청단계에서부터 보석제도의 활용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법률상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보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보석청구권의 고지를 필요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보석불허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법관 재량에 의한 결정을 제한함으로써 필요적 보석을

86) 김태명(2009), 앞의 논문, 704쪽.

54

과밀수용의 실태와 해소방안

확대하고, 이와 함께 보석조건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실효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보석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87) 이와 같은 불구속재판의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보석제도의
개선을 통해 미결구금자의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

3) 교정시설(구치소)의 증설

앞서 설명하였듯이 교정시설 증설 및 증축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은 당면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과밀수용
해소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미결수용자의 증가원인이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인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단계에서의 법정구속인원의 증가와 항소인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수용률이 매우 높은 상위 10개 교정시설 중 6개 시설이
구치소로, 이들 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약 153%에 달하고 있어 과밀수용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을 고려해 볼 때 당면 과제로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의 증설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특히 재판의 방어권을 준비해야 하는 미결수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과밀수용 상태는
법적인 정당한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은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88)
현재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등에는 신도시 개발 및 빠른 도시화로 인구집중이 가속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가 없어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함께 수용89)하고 있는 실정이다.90) 이러한 상황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미결수용자에 적정한 시설과 여건이 부족하여

87) 신동운(2008), 신형사소송법, 830쪽; 김태명(2009), 위의 논문, 711쪽 재인용.
88) 국가인권위원회(2013), 앞의 결정, 3~5쪽 참조.
89)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구분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제11조),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3.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②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90) 국가인권위원회(2013), 앞의 결정, 10쪽 참조. 지역은 다르지만 의정부 교도소의 경우 전체 수용자 중 60% 이상이 미결수
용자로 교도소라는 명칭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미결수용자를 대체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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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미결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적어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에 각각 500명 이상 규모의 구치소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

결론

사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해소방안의 마련이 곤란한 문제이다. 간과하고 있지만 전제로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은, 교정시설은 자체적으로 수용자 인원을 제어할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교정시설에의 입소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법원이며 형기
또한 법원의 선고형에 의해 정해진다. 한편 출소와 관련하여 형기만료와 가석방이 있지만,
형기만료는 물론이고 가석방 결정에 대해서도 결정권한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형집행법 제119조)91) 교정시설은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교정시설은 수용자 인원의 조절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측의 노력에 의해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는 교정시설의 증설이나 증축 외에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정시설의 증설이나 증축에 의해
수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형사정책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밀수용을 초래한 원인과 배경을 분명히 하여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에 관해서는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단계에 따라
분석하여 각 단계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92)
교정시설의 여건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의 지표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나라의 인권수준이 교정시설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사회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의 신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과밀수용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현실을 되돌아 볼 때 아직까지 사회의 인권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인권수준의 신장에 따라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들이 기대하는 인권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그에 부합하는 인권 친화적 수용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91) 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2) 물론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변화는 법정형의 변화, 새로운 범죄유형의 신설 등 형사입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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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문제가 큰 오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93)
최근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검찰과 법원의 ‘불구속수사 확대’, ‘불구속재판 확대’ 와
‘공판중심주의’로 피의자들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법정구속 비율이나
실형선고 및 형기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법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법집행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 형사사법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하지만 엄격한
법집행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다. 만약 엄격한 법집행이 절대적으로 옳다면 형사사법기관은
다이버전적 조치를 염두에 두지 말고 예외 없이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 교정당국은 법원이
선고한 형량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다. 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형벌의 범죄억제효과는
형벌의 가혹함(severity)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벌 집행의 확실성(certainty)에 있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94) 형사사법의 각 단계에 마련되어 있는 다이버전적 조치는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된 제도이다.95)
예컨대 최근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가석방 확대 등 사회 내 처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일본의 가석방 출소비율은 전체 출소자의 60%에 달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2005년
형기의 절반을 넘으면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절반형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너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교정시설 과밀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석방 요건이
형기 80% 이상을 복역해야 하는 현재와 달리 50%, 70% 이상의 복역을 기준으로 하는 등
엄격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다. 물론 이렇게까지 형기의 복역률을 낮추게 된 배경에는 과밀수용
해소라고 하는 당면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와 같이 과감하게 다이버전 정책을 시행한 적도 있었다.
생각건대 가석방 제도를 포함한 이러한 다이버전 조치들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국가형사사법의 이념과 목적의 실현이라는 전제 하에서 통일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정정책의 핵심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들의 구금확보와 교정교화인데,
과밀수용은 구금확보를 위한 질서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뿐 아니라 이로 인해 수용자들의
심리가 불안정하고 갈등이 증가하면서 교정사고의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교정교화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주게 된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은 사람으로
치면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은
중증의 동맥경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정교화를 위한 처우와

93) 이는 교정교화의 목적 달성을 위해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유엔규칙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중요
한 부분이다.
94) Alfred Blumstein, op. cit., p. 244.
95) 박상기/손동권/이순래(2012), 형사정책[제11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23~4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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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무용지물이며 이를 관리하는 교정당국 및 담당자들 또한 힘든 근무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점이 시급히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을 해소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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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약칭함) 제1조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형집행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의
행형목적을 재사회화(Resozialisierung)로 달리 표현할 수 있다. 형집행법의 목적인 재사회화는
그 이념의 면에서 보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재사회화 조치들이 수형자의 재사회화
목표를 충분하게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재범없는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수형자가 자신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통찰하고 규범을 내면화시켜야 하고, 재사회화의
행형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도 책임통찰과 규범내면화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대한
존중의식이 저하되어 이는 곧 재범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회복적 사법은 수형자의 책임통찰과 규범내면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응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이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실제로 관련
프로그램들도 운용되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도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2)가 적지 않았고 교정실무에서도 개별적으로 수형자와 피해자간의 화해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형적인 형사절차에서 회복적 사법의 제도화와 그에 기반한 구체적 프로그램의

1) 외국의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소개한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김용세,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참조.
2) 우리나라에서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을 다룬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조병선, “행형법개정에 있어서 교정처우로서의 ‘행위
자-피해자-조정’의 도입: 피해자관련적 행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교정연구 제2호, 1992; 이진국, “행형단계에서 원상회복
의 가능성과 문제점”, 교정연구 제13호, 2001, 311~330쪽; 홍봉선/남상철, “한국 교정복지 구현을 위한 회복적 사법 적용
가능성 연구”, 교정연구 제32호, 2006, 119~142쪽; 박상식,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천가능성”, 교정복지연구 제1
0호, 2007, 109~131쪽; 박광민/강지명,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현”,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호, 2007, 157~
178쪽; 이훈동,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사법의 과제와 전망: 벨기에의 사례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4권 제4호, 2010, 10
1~112쪽; 김학성, “교정단계에서의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회복적 사법이념 적용의 일환으로서”, 교정연구 제54호,
2012, 129~152쪽; 김영식,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구”, 교정 제56권 제9호, 2012, 34~37쪽; 김영식,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 적용 사례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제7권 제1호, 2013, 273-296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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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 교정단계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제도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회복적 사법은 정형화되어 있는
형사절차 단계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교정단계에서도 실천되어야 하고3), 중범죄일수록
범죄피해자의 관심이 더 집중된다4)는 사실에 주목해보면, 수형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도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교정단계에서도 실천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관점에서 회복적 사법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기초로(아래의 II),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법제와 실무를 검토(아래의 III)한 후 우리나라의 교정정책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아래의 IV).

Ⅱ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에 관한 기초적 논의

1.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모델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란 범죄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와 지역사회를
포함시켜 범죄를 둘러싼 갈등 내지 분쟁을 해소하고 종국적으로 법적 평화를 넘어 사회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포괄하는 선도이념으로서, ‘피해자와 가해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 등 관련자들이 범죄를 해소해나가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범죄대응 양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5)
회복적 사법이 전통적 형사사법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요소는 자율성이다. 자율성이란 범죄결과의
해소과정에 참가하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6)

3) 예컨대 ‘형사사건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UN 기본원칙’(United Nations,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in Criminal Matters, 2000)’제6호에 의하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형사사법 제도
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UN 기본원칙에 관해서는 윤옥경(옮김),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회복
적 사법 프로그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참조.
4) Brenzikofer, “Bemühungen um Opfer von Verbrechen in der Schweiz”, 1982, 368쪽.
5) 이진국/오영근,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59쪽.; ‘형사사건에서 회복적 사법 프
로그램 활용을 위한 UN 기본원칙’제2호에 의하면, “회복적 사법절차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범죄의 영향을
받은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알선중재자(facilitator)의 도움을 받으면서 범죄로부터 발생한 문제의 해결
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6) 자율성의 의미에 관해서는 Rössner, “Autonomie und Zwang im System der Strafrechtsfolgen”, 1992, 269~279쪽
참조.; 그러나 회복적 사법의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율성이 윤리적 동기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
율성의 개념과 어울릴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Loos, “Zur Kritik des ‘Alternativentwurf Wiedergutmach
ung’”, ZRP, 1993, 54쪽; Lampe, “Wiedergutmachung als ‘dritte Spur’des Strafrechts?”, GA, 1993, 48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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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은 역사적으로 책임주의에 그 뿌리를 둔 응보형법의 문제점과 1970년대 중반에
등장한 재사회화 형법의 위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형법의 정당성에 대한 위기의
목소리는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범죄사건을 법적⋅논리적으로 축소해버리는 기존의 처리
방식에 반대하면서, 사건의 배후에 있는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가 범죄의 해소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었다. 회복적 사법은 이러한 논의의 한 가운데에서 전통적인
형법의 대안 또는 형법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7)
회복적 사법은 그 절차의 진행과정과 절차에 참가하는 사람의 범위에 따라 크게 회합모델과
조정모델로 구분된다. 회합모델(Conference Model)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 가해자의 가족과 친구 및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나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회합에 참가한다. 조정모델에 비하여 참가하는 관련자의 범위가 폭넓다. 예컨대 뉴질랜드의
‘가족단위회합’(family group conference), 호주의 ‘지역사회회합’(community conference) 등은
회합모델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에 반해 조정모델(Mediation Model)이란 일반적으로 중립적인
제3자(알선중재자)의 주선하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 범죄와 관련된 분쟁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주로 대륙법계 국가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조정모델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독일 형법 제46a조와 형사소송법 제153a조 이하에 규정된 ‘가해자-피해자-조정’(TäterOpfer-Ausgleich),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제90g조의 ‘법원외 범행조정’(außergerichtlicher
Tatausgleich),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형사조정’(médiation pénale)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의 실천모델을 회합모델로 구성하든 조정모델로 구성하든 형사사법과의
관계는 설정되어야 한다.8) 다시 말해서, 범죄의 처리과정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전통적
형사사법을 각각 독자적으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전통적 형사사법의 범주 속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할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회복적 사법을 전통적
형사사법에 무관하게 운영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독립모델이라 부를 수 있다. 이
모델은 예컨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교정단계에서도 주로 민간기관에 의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화해를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 경우 국가기관의 가해자에 대한
소추 및 유죄판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화해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작동된다. 예컨대 미국과
캐나다의 피해자-가해자-화해 프로그램 중 일부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수행되고 있다고 한다.9)
7) 회복적 사법의 개념에 관한 상세한 논의로는 이호중,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 이념과 법이론적 쟁점들”, 피해자
학연구 제9권 제1호, 2001, 29~32쪽; 이진국/오영근,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57~72쪽 참조.
8) 회복적 사법과 전통적 형사사법간의 관계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는 이호중, “회복적 사법 이념과 형사제재체계의 개편, -트로
이목마의 투입? 값싼 형벌신상품의 개발?”, 형사법연구 제22호(특집호), 2005, 495~516쪽; 김용세, “형사제재시스템과 회복
적 사법 -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형사제재체계의 개편(이호중)’에 관한 의견을 겸하여”, 형사법연구 제23호, 2005, 224~25
2쪽; 이진국,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관계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2006, 69~87쪽 참조.
9) Mühlfend, “Mediation im Strafrecht”, 2002,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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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회복적 사법을 통하여 전통적 형사사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형벌폐지모델10)이라 부를 수 있다. 이 모델에 의하면, 적어도 개인적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통적 형사사법을 진행시키지 않고, 그 대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통하여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소된 경우에는 국가형벌권의 추가적인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독립모델은 전통적 형사사법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화해를 촉진할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이로써 피해자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형벌폐지모델은 과거 북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된 적이 있지만, 그 자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범죄를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해 버린다는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점에서 오늘날 독일 등 선진 외국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같이 전통적 형사사법의 구조 속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2. 재사회화 교정목적과 회복적 사법의 관련성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특별예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20세기 중반 이후로 형법의 핵심영역으로 간주되었고, 형법과 형집행법의 과제도 범죄에 대한
평가에서 범죄자에 대한 평가로, 범죄의 해소에서 범죄자의 교육으로 이전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정시설에서의 교정을 통하여 범죄자에게 장기간 내재하는 잘못된 인격형성을
신속하게 교정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교정을 포함한 전체적 형사사법이 전지전능한 교육체계가
아니며, 이러한 기대가 과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형집행법의 목적인 재사회화는 교정시설에서 범죄자에게 사회적 규범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문제는 사회화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흠결되어 있는
범죄자를 폐쇄된 교정시설에서 (재)사회화 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사회화란 개인이 행위와 가치에 대한 지향점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감정을
습득하여 특정한 사회질서에 적응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점진적으로
사회적 환경에서 습득한 가치와 규범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는 점, 즉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10) 형벌폐지모델은“국가가 빼앗아간 갈등을 당사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Christie의 사상에 힘입은 바 크다 (Christie, “C
onflicts as Propert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1977, 1쪽 이하). 형벌폐지주의 또는 형법폐지주의(Abolitionis
mus) 모델들은 형법의 영역에서 국가역할의 후퇴를 요구하는 극단적인 접근방식으로서 그 일차적인 목표는 ‘형법의 폐지’와
‘범행당사자들에 대한 갈등의 반환’이다. 형벌폐지론자들은, 형법은 억압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법이며, 형법을 인도
주의적으로 구성한다고 하여 나쁜 법이 좋아질 수 없고, 결국 민법상 손해배상을 통하여 형법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벌폐지모델에 관해서는 Schobloch, “Abolitionistische Modelle im Rechtsstaat”,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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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한다는 것은 외부의 강제없이도 자기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개인이 범죄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화연구(Sozialisationsforschung)11)에 의하면, 인간이 자신의 성장시기 중 규범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자신과 관련을 가지는 사회적 유대관계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사회통제의 효과는 더욱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규범학습의 효과(즉
범죄예방의 효과)는 사회통제의 기구가 가족, 대체가족 → 이웃․친구 → 학교 → 종교단체 → 회사
→ (형)법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줄어들게 된다.12) 유년기나 청년기에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사회화를 추후에 교정시설에서 재사회화로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13) 일반적으로 성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인적 관계의 집중성이 점차 와해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있어 형법과 이에 기초한 구금시설에서의 교정이 범죄예방에서
제한적인 효과만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수형자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재사회화 수단이
한정되어 있는데서 기인한다. 형법과 시설내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는 전통적으로 형벌이라는
부정적 제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과 형집행법은 수형자에 대한 사회화의
도구로써 완벽한 것이 아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중대한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법적으로 불승인해야 하고,
이 한도에서 교정시설에서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유형이 수형자를 통합하는 작용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자유형이
애착과 신뢰 속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국가형벌권의 일방적 강제만으로는 수형자를 통합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힘들다.14) 또한 자유형이 긍정적 의미에서 수형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유형이 사회화의 전체 맥락에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으로부터 자유형의 집행이 수형자의 사회화와 결부되기 위해서는
수형자로 하여금 규범을 내면화할 수 있는 수단이 요구되고, 이러한 규범내면화는 비록 수형자가
폐쇄된 교정시설에서 복역하지만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장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이러한 의사소통의 과정에의 참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11) Hurrelmann, “Einführung in die Sozialisationstheorie”, 1998, 14쪽 이하 참조.
12) 이진국, “사회내 제재수단의 도입 및 활성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42쪽.
13) 김두섭/민수홍,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115쪽.
14) 이러한 의미에서 신치재, “수형자의 귀휴제도에 관한 고찰 -개정법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
1권 제1호, 2009, 473쪽에서는 재사회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형당국과 수형자는 함께 협력하여야 하고, 바로 이러
한 관점에서 수형자는 단순한 교정처우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이해되어야 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의 사회적 의무를 인정
하고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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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 피해자와 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의미
전통적인 교정체계는 범죄자 내지 행위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범죄피해자와 지역사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정단계에서 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 교정단계에서 피해자보호와
수형자의 재사회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를 긍정한다면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문제가
제기된다.
교정단계에서 피해자보호의 목표와 재사회화 목표를 결합시키는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교정단계에서 피해자보호가 교정의 목적인 재사회화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수형자에 대한 재사회화 조치와 관련하여 수단으로
전락하여 수행자의 교정재활의 입증자료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모든 범죄사건에서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갈등으로 유발된 범죄사건의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처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배경에는 한편으로는 발생한 범죄행위를 인정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해소에 대한 요구도 깔려있다. 이러한 평가에서
출발해보면, 교정기관은 수형자와 피해자간의 분쟁해결,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곧 교정기관이
교정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 범죄로 인하여 느끼게 되는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정기관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문호를 개방하여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피해자의 요구를 알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이 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범죄를 가한 수형자를 만나서 범죄를
해소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교정당국은 가능한 한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피해자의 요구와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범죄예방을 위한 중요한 처우방법으로 이해된다.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와의 갈등에 빠질 수 있고 책임감을 느끼며 범죄에
대하여 후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형자는 내면의 안정감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이 범한 범죄를
중화, 배제 또는 부정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다.15) 즉, 수형자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범한 범죄가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지 자신이 모두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15) 범죄학이론으로서 중화기술이론에 관해서는 Sykes/Matza, “Techniques of Neutralisation. A Theorie of Delinquenc
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1957), 664~670쪽(Lamnek, “Theorien der abweichenden Verhaltens”, 19
99, 212~215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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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그렇지만 수형자가 피해자와 만나서 당해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중화기술이 많이 완화될 수 있다. 외부와 차단된 교정시설에서 행하는 자신의
중화기술과를 달리 피해자의 면전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범죄를 피해자 또는 그 밖의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수형자가 피해자와 만나 범죄를 둘러싼 배경과 이유 등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배상, 사과 등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자신이 이전에 범한
범죄와 거리를 두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범죄해소과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형자에 대한 치료와 결부시켜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비교법적 고찰: 독일의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1.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가해자-피해자-조정
독일의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은 가해자-피해자-조정(Täter-Opfer-Ausgleich)이라고 부른다.
가해자-피해자-조정이란 피해자와 범죄로 인한 결과를 상쇄하기 위한 행위자의 (진지한) 노력을
의미한다. 가해자-피해자-조정은, 행위자가 피해자와 당해 범죄 및 범죄의 결과 등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종국적으로 당해 범죄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6) 독일의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실험적으로 운영되다가 1994년에
형법 제46a조로 신설되었으며, 1999년에는 형사소송법 제153a조에 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형법 제46a조는 법원의 양형규정이며, 형사소송법 제153a조는 검사와 법원의 부담부
절차중단 규정이다.
가해자-피해자-조정의 일반적인 실무를 보면, 검찰이나 법원이 형사사건을 공공기관인
보호관찰소나 민간조정기관에 조정을 회부하고 조정기관에 속한 1인의 조정위원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중개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조정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독일 전역에 약
300~450개의 조정기관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실무에서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이 일반화된
배경은 범죄가 행해진 이후에 가해자나 피해자가 스스로 당사자와의 만남을 꺼려하기 때문에
제3자인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소할 가능성을 촉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16) Meier, “Konstruktive Tatverarbeitung im Strafrecht”, GA 1999, 1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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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실천의 법적 근거
독일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가해자-피해자-조정은 정형적인 형사절차에서 적용된다.
이에 반해 교정단계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은 최근에야 비로소 그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독일 각 주의 행형법17)을 보면,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에 있어 이를 행형의 원칙으로 명시하거나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는 예가 있다. 예컨대 Nordrhein-Westfalen주는 회복적 사법이념을
실천을 행형형성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Bayern주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회복적
사법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Nordrhein-Westfalen주 행형법 제7조(피해자중심적 형성)에 의하면, ① 행형을 형성하는 경우,
특히 처우의 개시와 지시사항의 부과 및 수형자의 복귀와 출소시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를
고려해야 하고(제7조 제1항), ② 범죄의 불법과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야기된 결과에 대한
수형자의 책임을 일깨워주거나 심화시켜야 하며, 수형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우조치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형자가 범죄로 인하여 야기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해야 하지만(제7조 제2항), 피해자보호와
범행상쇄를 위한 제반 조치들은 수형자의 사회복귀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제7조
제3항).
또한 2008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Bayern주 행형법 제78조 제2항(행형 중의 원조, 가해자피해자-조정)에서는, “수형자가 범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 특히 피해자에게 야기한 범죄의 결과를
통찰하도록 일깨워주어야 한다. 수형자에 대해서는 범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를 해결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자-피해자-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교정단계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의 가능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유럽연합의 재정지원 하에 2009년 3월부터 3년간 ‘교도소 환경에서 조정과 회복적 사법’(Mediation
and Restorative Justice in Prison Settings) 프로젝트(팀장: Artuhr Hartmann 교수)는 교정의
일상에서 회복적 사법의 접근방식의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0년 8월 11일부터 2010년

17) 독일에서는 행형법(Strafvollzugsgesetz)이 1977년 이후부터 연방법으로 제정․시행되었으나 2006년의 연방주의 개혁으로
인하여 형집행과 교정에 관한 입법관할권이 개별 주로 넘어갔고, 따라서 개별 주의 행형법이 제정되어 점차적으로 연방 행형
법을 적용하는 주는 사라지고 있다. 2015년 5월을 기준으로 여전히 연방행형법이 적용되는 주는 독일의 16개 주 중에서 B
erlin주, Sachsen-Anhalt주 및 Schleswig-Holstein주 등 3개 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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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까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18) 회복적 사법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평가와 인식이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 가능성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에 착안하였기 때문이다.
설문에 응답한 총 총 459명의 교정공무원 중 약 75%는 정형적인 형사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교정단계에서도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응답하였다.19) 이에 반해 응답자의 약
10%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약 11%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20)
또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교정시설에서 향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수형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의미있는지에 관한 설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약

12%~15%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21) 긍정적인 응답의 근거로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수형자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통찰하게 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책임을 인식하도록
지원하며, 수형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적시하였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응답의 근거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교정공무원들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시행에 경험이 없으며, 수형자나 피해자가 만나기를 꺼려하는 경우에는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이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22)
어떠한 범죄유형에 대하여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 특히 적절한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한 교정공무원의 약 70% 이상이 재산범죄에 적용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응답하였고, 약
20%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회복적 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10%는 성범죄에
대해서만 의미있다고 응답하였다.23) 한편,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회복적 사법을 실시하지 않아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응답한 교정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성범죄라고 응답하였다.24) 또한 법원의
유죄판결에서 수형자가 범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범죄와 관련된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경우, 수형자가
가해자-피해자-조정에 거부한 경우, 수형자에게 중독문제가 있는 경우, 특히 중한 범죄를 범한
경우 등을 회복적 사법이 적합하지 않은 사례로 들었다.25)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정공무원의 대부분이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면서도

18) Hartmann/Hass/Geyer, “Mediation and Restorative Justice in Prison Settings(MEREPS). Ergebnisse eines europäisc
hen Forschungsprojekts”, 2011, 40쪽. 온라인설문조사에 응답한 교정직 공무원의 수는 총 459명으로서 이 중에서 59%
는 남성이었고 41%는 여성이었다.
19) Hartmann/Hass/Geyer, 앞의 보고서, 45쪽.
20) Hartmann/Hass/Geyer, 앞의 보고서, 45쪽.
21) Hartmann/Hass/Geyer, 앞의 보고서, 45쪽.
22) Hartmann/Hass/Geyer, 앞의 보고서, 46쪽.
23) Hartmann/Hass/Geyer, 앞의 보고서, 48쪽.
24) Hartmann/Hass/Geyer, 앞의 보고서, 49쪽.
25) Hartmann/Hass/Geyer, 앞의 보고서,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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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교정단계에서 피해자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한 수형자에 대하여 조기의 가석방 등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문에 응답한 교정공무원의 28%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형자에 대하여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이 경우 수형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혜택의 유형에 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을
표시한 전체 교정공무원(28%)의 43%가 ‘조기의 가석방’, 41%는 ‘교정생활에서의 각종 혜택’을
들었으며, 약 20% 정도는 구금기간의 축소를 들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응한 모든 교정공무원의
72%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형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수형자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 수형자의 조정절차 참가가
진정한 자율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견해, 교정단계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너무 늦었기 때문이라는 견해 등이었다.26)

Ⅳ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실천을 위한 방안

교정단계에서도 회복적 사법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찬성한다면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제도화 방안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실천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과 회복적 사법의 주요 절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1. 회복적 사법의 실천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는 경우 형집행법에 그에 관한 근거규정을 둘 것인지,
아니면 법적 근거를 신설함이 없이 순전히 수형자와 피해자의 자율에 맡겨 둘 것인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배경에는 회복적 사법 절차가 수형자와 피해자간의 분쟁조정
과정이 특정한 규율이나 규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자유로운 참여와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소해
나간다는 이른바 ‘비공식적’ 분쟁해결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적 사법 절차를 법제화하는
것이 그다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러나 비공식적 분쟁해결은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 속에서 수형자와 피해자간의 의사소통방식이나 그 합의과정 등이 비공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의미할 뿐, 그것이 아무런 법적 규율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분쟁해결의

26) Hartmann/Hass/Geyer, 앞의 보고서,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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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비공식적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도, 그 비공식의 일반적 틀은 법제화되어야 한다. 분쟁
해결에 있어 특정한 정형화의 요소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은 종국적으로 수형자의 재사회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형자에 대한 교정처우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은
‘피해자보호’라는 이질적인 요소와도 결부되어 있다. 교정단계에서 피해자보호는 수형자의
재사회화 목적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을 위한 법적 근거도 형집행법 제8장(수형자의
처우)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형집행법 제55조는 수형자 처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에는 범죄피해자의 관련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형집행법 제55조에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 회복적 사법의 실천과
관련한 원칙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조항들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회복적 사법의 관련 조항들은 현행 형집행법 제64조(교화프로그램) 이하에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신설되어야 할 내용들은 ① 분쟁조정 신청 절차, ② 조정위원의 자격과 임무,
③ 교정시설의 장과 교정공무원의 임무, ④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등이 될 것이다. 이에 관한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절차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 모델
회복적 사법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모델은 조정모델, 회합모델 및 서클모델 등 세 가지 모델로
대별된다. 이 중에서 회합모델과 서클모델은 참가자의 범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내용은
유사하다. 이 점에서 조정모델과 회합모델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한 최적의 모델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조정모델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및 제3자(조정위원)로 구성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적인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회합모델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 가해자의 가족과 친구 및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나 형사사법기관의 종사자들이 그 회합에
참가한다. 회합모델의 경우에는 비용과 인력이 많이 수반되고, 성인 수형자의 경우 낙인효과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절차에서는 범행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참가하도록 하는 조정모델이 우리 현실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27) 원주민
세력과 새로운 이주자 세력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탄생한 회합모델이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27) 이진국/오영근,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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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모델을 조정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 사안에게
수형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정형적인 형사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기소유예나 형감경이 가능한 반면, 교정단계에서는 이미 유죄가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수형자에게 해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의 관점에서는 이미 범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치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사과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게 된다. 수형자의 책임수용을 독려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사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나 피해를 회복해 준 수형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즉, 교정기관은 수형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와 만나서 피해회복이나 사죄를 하고자 하는 수형자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한 필요하다. 이 경우 수형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와 분쟁을 해결한 경우에는
가석방이나 귀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주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석방된 사람들의 90% 이상이 형기의 80∼90% 이상을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체 석방 대비 가석방 비율도 점차 줄어 최근에는 30% 미만을 보이고 있다. 형법이
유기자유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해둔 것에 비해 현재의 가석방
시기는 터무니없이 늦고 가석방 비율도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회복적 사법과 가석방을
결부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3.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구성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 형사조정제도가 거론되고 있다.28)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이하에 형사조정의 법적 근거가 갖추어져 있고, 우리나라의 수사절차
에서도 비교적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교정단계에서도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을 ‘형사조정’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형사조정)의 적용대상 범죄의 범위를 제한할 것인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회복적 사법은 전통적으로 개인적 피해자가 존재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어
왔다. 회복적 사법에서는 형법의 법익체계와는 달리 개인적 피해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만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독일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① 성범죄, ② 법원의

28) 형사조정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로는, 김범식,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과제 - 현행의
형사조정은 과연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가?” -,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3호, 2015, 2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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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에서 수형자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통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③ 수형자에게 범죄와 관련된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④ 피해자가 현재 또는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경우, ⑤ 수형자나 피해자가 상대방을 만나기를 거부한 경우, ⑥
수형자에게 중독문제가 있는 경우, ⑦ 수형자가 특히 중한 범죄를 범한 경우 등의 사례들은
회복적 사법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처음부터
형사조정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의 관점에서 볼 때 당해
사안이 형사조정에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경우에도 수형자와 피해자가 모두 형사조정 절차에
참가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을 실시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조정모델은 중립적인 조정위원의 알선 하에 수형자와 피해자가 자율적으로 조정절차에
참가하여 상호 대화를 나누면서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 경우 조정위원은 당사자들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권고하거나 직권중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을 매개해 줄
뿐이다. 이 점에서 조정절차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수형자와 피해자 그 자신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정절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독일의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와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절차에 관한 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의뢰 내지 조정신청 단계이다. 교정시설의 장은 당해 사건이 조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형자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위원에게 당사자 간의 만남을 주선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수형자와 피해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와
교정시설의 장이 이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정신청을 교정시설의 장에게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조정위원이 수형자와 피해자를 각각 분리하여
사전교섭을 하는 단계이다. 이 사전교섭 단계에서 조정위원은 각 당사자에 대하여 조정을 위한
교섭을 하여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다.
셋째, 사전교섭 단계에서 수형자와 피해자가 모두 형사조정절차에의 참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이 본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당사자 간에 사건의 배경, 분쟁의 해결 방안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형자와 피해자간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이 조정위원이
수형자와 피해자를 각각 방문하여 그 의사를 매개해주는 이른바 간접적 방식에 의한 조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당사자와 분쟁을 해결하고 싶어 하면서도 직접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타방
당사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수형자와 피해자간의 분쟁이 해결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합의내용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단순한 사과 등 다양할 수 있다.
다섯째,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이 민사상 손해배상인 경우에는 조정위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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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이행에 대하여 심사한다.
여섯째, 조정위원은 조정의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교정시설의 장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조기의 석방 또는 귀휴 등 유리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한 형사조정 프로그램에서 조정위원은 당사자를 알선
내지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정위원에게 절차상 권한은 부여되지 않지만 조정위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 점에서 조정위원의
임무, 자격 및 자질이 교정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된다. 우선, 형사조정의
절차에서는 1명의 조정위원과 수형자 및 피해자가 참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정위원은
당사자의 만남을 주선하고 당해 조정절차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인의
조정위원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조정의 과정에서 조정위원이 수행해야 할 임무로는, ① 형사조정에서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 그 결과에 관하여 당사자들에게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 ② 수형자와 피해자가
형사조정 절차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일, ③ 자발적인 절차참가의 보장된다는 점을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일, ④ 형사조정절차에서 행해지는 대화를 준비하고 구성하는 일, ⑤
형사조정절차에서 행해지는 대화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책임지는 일, ⑥ 성사된 합의가
유지되도록 통제하는 일, ⑦ 사건을 회부한 교정시설의 장에게 조정의 결과를 통보하는 일
등이다.29) 또한 교정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준비하거나 진행 또는 종료함에 있어 조정위원에게는
중립성, 당사자자율, 공정성 등 다양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조정위원은 분쟁 당사자를 알선 내지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알선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우선, 수형자와 피해자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가기까지 적지 않은
노력이 수반되고, 조정위원이 노력한 끝에 당사자들이 형사조정절차 참가한 경우에도 수형자나
피해자의 관념의 차이를 밝혀내야 하고, 문제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하며, 당사자들이 만족할 만한 해결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들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정위원에게 일정한 자질이 요구된다.
심리학적 능력과 지식, 인간에 대한 이해력, 범죄를 사회적 갈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의 능력,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점과 분쟁을 전문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끌어가는 기본적 능력, 중립성, 공개성, 창조성 등과 같은 자질이 요구된다.30) 단순히 종교
분야에서 수형자에 대한 교화를 담당했던 사람이 교정업무를 일부 담당했다는 이력을 근거로

29) 이진국/오영근,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196~197쪽.
30) 이진국/오영근,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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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이 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조정위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자질과 역할을
고려해보면, 전문적 자질을 갖춘 사람이 조정위원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정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가 도입되는 초기에는 기존의 교정위원(자원봉사자)이나 퇴직한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형사조정에 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게 한 후 조정업무에 투입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해야 할 것이다.
교정단계에서 형사조정의 중요성을 고려해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수형자의 효과적인
재사회화와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원으로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일정한 교육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 양성‧교육의 기본원칙은 범죄로 인하여
첨예화된 수형자와 피해자 간의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회복적 사법에서 의미하는 사회적 평화를
재건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인도적 형사사법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교정단계에서
형사조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조정위원의 양성‧교육체계는 조정위원으로서의 자세,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정방법에 관한 능력의 배양 및 형사조정의 복잡한 분야에서 조정에 참가한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의 배양 등을 전문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Ⅴ

마치며

1980년대 이후 형사법의 영역에서 회복적 사법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오늘날 주요
국가들도 회복적 사법이념을 법제화하여 형사절차에서 부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은 비교적 최근에 논의된 주제이다.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보면, 다양한 관점에서 그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환기시키는 수형자와 피해자간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범죄를
건설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발생한 범죄를 문제 삼음으로써 수형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책임의식을 일깨워주어 실질적인 재사회화를 추구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형사절차에서만 그 주제로 되어서는 아니 되며, 유죄가 확정된 이후의 교정절차에서도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한 일관되게 실천되어야 한다.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이념을 실천함에 있어 종래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은 바로
수형자에게 피해를 회복할 자력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회복적 사법이념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오히려 회복적 사법에서는 금전적 피해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인하여 첨예화된 수형자와 피해자간의 갈등 내지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외국의 회복적 사법 실천 모델에서는 당사자간의 만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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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수형자가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참회를 하면서 사과를 하는 경우 그러한 사과만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예가 매우 많다. 이 점을 고려해보면, 수형자에게 물질적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에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한 분명한 법적
근거를 두어야 하며, 교정실무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천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범죄피해자의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