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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019년 8월 2일 새벽 2시경 창원교도소 수용동의 실내 온도는 섭씨 31도를 넘었습

니다. 이 장면은, 일제강점기의 구금시설과 제도를 토대로 출발해 올해로 74년을 맞이

한 한국 교정(矯正)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 교정은 1990년대 후반부

터 수용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원격 화상 진료’, 

‘인문학 교육’, ‘가족만남의 집’, ‘보안의 첨단화’, ‘수용자 이송 시 인격권 보호’, ‘중간

처우시설을 통한 사회적응 지원’ 등 불과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용자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자는 일반사회와 비교하여 열악한 환경일 수밖에 없는 ‘총체적 통제시

설’인 교도소 및 구치소 안에서 24시간 생활해야 하기에 비인간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향상된 일반사회의 인권상황과 비교할 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수용자의 인권 문제는 소위 ‘죗값’

이라는 우리의 오래된 사고방식 탓에 무시되었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적 분위기 속에서는 수용자 인권 상황이 언제라도 후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다행스럽게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

습니다. 교정 실무계와 학계에서는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수용자의 인권 신장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흔들림 없는 교정 정책 수립과 시행이 가능해

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정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는 교정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제도적･물적･인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이 연구가 미래 교정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유익한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정 현실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주된 목적이었던 이 연구에서는 방대한 

문헌 및 규범 분석과 설문 및 실태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역량을 제도적･물적･인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ii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II)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입체적 접근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실무 경험을 가진 공동연구진이 있어 가능했습

니다.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교정공무원 대상 인식조사를 전담해주신 최영신 

선임연구위원님, 교정 관계 법규 및 지침을 꼼꼼하게 분석해주신 김영중 부연구위원

님, 교정본부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신 고재익 사무관님, 그리고 연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필요한 자료 조사와 수집을 전담해주신 이다미 조사연구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접근이 어려운 군 행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해주신 임태훈 소장님과 김형남 팀장님을 비롯한 군인권센터 식구들과 해외의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강화 사례를 폭넓게 찾아주시고 유익한 시사점을 제시해주신 

한세대학교 박선영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부연구위원 강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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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연구의 목적과 분석의 틀

본 연구는 교정처우의 세부 영역별로 우리나라의 교도소 및 구치소(군 구금시설 

포함)의 인권보장역량을 행형과 관련된 ‘제도적 역량’, ‘물적 역량’, ‘인적 역량’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이란, ‘행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각자의 권리를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물적･인적 자원의 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① 행형기관

의 제도적 역량이란, 행형법 및 그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뿐만 아니라 행형에서 

인권시비가 발생하는 직무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구체적

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②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이란, 행형기관의 목적인 

수용자의 관리와 처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리적 시설과 설비 그리고 물품을 충분

히 마련하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조직구조적 자원을 의미한다. 

③ 행형기관의 인적 역량이란, 교정공무원이 법집행에 필요한 법규 및 판례･결정례 

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지식), 그러한 지식을 잘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

고 있느냐(기술), 그리고 수용자들의 요구와 특수한 상황을 헤아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느냐(태도)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행형 과정에서 불거지는 인권 쟁점

들에 대응하는 행형기관의 역량을 파악함으로써 행형기관이 수용자 인권보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

어서는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의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찾았다.



2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II)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 각 장별 주요 내용

제2장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를 위한 쟁점 분석

제2장에서는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평가를 위한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국가

기관의 준사법적 결정 및 실태조사, 언론보도, 학술적 논의 등을 분석하였다. 우선 

수용자의 목소리로부터 행형과 관련된 인권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사건 구금시설 관련 결정례(2011.11.~2019.10, 260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된 수용

자 청원(최근 2년, 1,516건),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매해 실시되는 법무부 구금시설 실태조사(2010~2018년, 

8차례의 방문점검 및 설문조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행형 분야 인권실태 

관련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주목되는 행형 관련 인권 쟁점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10년간 5대 주요 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

보, 한겨레신문) 기사 중 행형기관의 인권보호기능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111건의 기사를 교정처우의 각 영역별로 분류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행형기관

의 인권보장역량 관련 학술적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중 어떤 

영역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가 있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행형기관

에서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학술 논문 298건(2001~2019년)의 내용을 분석하고 유형

화 하였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제도적 요소’ 평가

제3장에서는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등을 방지하거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과 정책으로

써의 ‘제도적 역량’을 분석하였다. 평가의 목적은 국내의 법과 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행형기관 내 구성원에 대한 인권보호를 증진시키

는 데 두었다.



국문요약 3

선행연구들에서 국제규범을 기준으로 항목별 세부적인 평가를 한 사례가 있었으나, 

평가 후 수년이 흘러 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변화된 국제기준과 현행 법･정책･실무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기관 내 구성원

에 대한 인권 신장을 위해 필요한 점을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제도적 요소에 대한 분석 항목은 2014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재범방

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III)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

안-』 보고서에서 국제규범 이행실태를 평가한 결과 중 대개 이행, 불충분, 불량 판정을 

받은 항목으로 한정하였다. 2014년 당시에도 양호하다고 평가한 항목의 경우 확인한 

결과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2014년과 비교하여 행정규칙의 변화가 있었

거나 혹은 2014년 당시에 확인하지 못하였던 규정의 분석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하여 현재 행형기관 관련 제도와 규정들이 수용자 및 행형기관 직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충분한지에 대한 평가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평가항목을 수

용질서(12개 항목), 수용자 처우(8개 항목),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 감독(4개 

항목),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5개 항목), 소년수용자(5개 항목), 여성수용자(6

개 항목) 등 40개 항목으로 한정하였다. 이 중 성적소수자에 대한 처우 부분은 2014년

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우리사회에서 성인지감수성 

향상과 함께 근래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성소수자 문제를 행형기관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평가기준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국제규범을 근거로 하였다. 이 중 ｢피구금자 처우

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 2015년에 전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나머지 국제규칙들은 2014년에 제시된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

국제규범을 근거로 하여 우리 법령과 행정규칙 등을 평가한 결과, 대체적으로 2014

년도에 비해 현재의 법령과 규정상으로는 인권보장역량에 있어서 향상된 결과를 보였

다. 특히 ‘연령에 따른 구분수용’, ‘정상성의 원칙’, ‘의사의 역할 - 수용자에 대한 

진단과 진료’, ‘의사의 역할 - 수용자의 건강상태 보고’, ‘교도작업의 본질’, ‘교도작업 

부과에 있어서 금지되는 사항’, ‘교도작업의 내용상 유사성’ 등은 기존과 비교하여 

‘양호’하게 변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아직 소년수용자와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 관련 규정이나, 수형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명문화, 처우의 사회화나 사회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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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 같은 수용자의 석방준비와 관련된 사항, 수용자 의료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의무의 명문화 등은 규정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기준에 비추어 행형관련 제도를 평가해 볼 때 법률이나 행정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률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시설의 기준이나 안전설비 등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법령이 수용

자 작업장에 적용되어야 하며 수용자의 특성상 제한되는 기본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수용자의 인권보장 향상을 위하여 전 교정시설 대상 실태조사 정기 

명문화, 순회점검, 긴급시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기 실태조

사, 현장조사 명시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수한 수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의 추가가 필요하다. 우선 소년수용자

에 대해서는 소년교도소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교도소보다 작은 규모일 필요가 

있다. 소년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와 강제력, 무기사용은 일반수용자보다 제한되어야 

하며, 현재 징벌 수단으로 사용되는 접견 제한 처분은 폐지되어야 하고, 소년수용자의 

징벌 규정은 종류 및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성수용자 

중 임신과 출산을 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명령에서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에서는 교도작업의 본질이 사회복귀의 증진에 있다는 점은 명시하고 있으나, 

그 성질상 수용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규정도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수용자에 대한 변호인과의 제한되지 않는 교통 및 상담, 

시설, 시간 보장, 검열금지, 청취금지 등의 명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참여, 사법상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 사회보장 권리 준수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수용자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인 보호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 명시, 교육, 작업, 교육훈련, 교정, 교화 등에 있어서의 

동등한 지위 보장, 외국인의 국적과 문화에 따른 구분수용, 종교나 문화를 고려한 

식사제공, 종교에 따른 생활 방식 존중 등 내용의 추가가 요구된다. 또한 교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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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으로 묶어서 언어별로 통역전문가를 채용 또는 선발하여 영사관이나 법률서비스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도 필요하다.

행정규칙에서 내용의 신설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의료와 

관련하여 의사가 교정기관 내의 위생관리자로서 책임을 담당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고, 의료기록의 공개 및 접근 등 관련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교도작업을 통한 수입의 사용처 명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교도작업 수준 

향상 및 직업훈련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과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사회복귀 프로그램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수용자 호송 시 모욕이나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외부와

의 차단 실시, 육체적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송 등의 규정 신설, 정신질환 

수용자의 질환 단계에 따른 치료 세분화, 각 교정시설에 정신과 치료인력 충원 규정 

명시도 수용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소수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우선 현행 규정에 추가하여 성적 소수수용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른 보호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는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경우 출소 지원 등 

소년수용자의 재사회화 촉진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소년수용자와 여성수

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와 분류,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도 구체화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여야 하며, 여성정신질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치료 

규정의 신설도 요구된다.

 

제4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물적 요소’ 평가

제4장에서는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중 ‘물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내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물적 요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교정시설의 

환경적 개선 현황,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첫째,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개선을 위한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은 2010년 이후로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중 특히 ‘식사’, ‘수면 시간대 조명’, 

‘침구류’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의류’, ‘목욕･샤워’, ‘냉난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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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족도의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아 앞으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목욕과 샤워 그리고 냉난방은 과밀화된 교정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청결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점에서 관련 설비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냉방과 관련하여 일반 수용거실에는 선풍기 외에는 추가적인 냉방시설이 없으므로 

혹서기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평가는 기본적 

생활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형기관의 관련 물적 역량을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수용자의 만족도는 행형기관이 물적 

역량을 발휘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평가는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인프라 측면에서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은 교정본부

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용자의 요구가 급격하게 증가

하는 교정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 

및 확충은 외부의료시설 진료로 인한 재정적･인력적 부담을 줄여주는 물적 역량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 의료인력은 급증하는 교정시설 내 진료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또한 외부의료시설 진료에 대한 요구

가 많아지는 실정에서 외부 진료에 투입되는 인력은 교정인력 운용에 부담을 준다. 

한편 정신질환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인프라도 더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정시설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 영역에서는 행형기관이 물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정본부는 수용거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난방 방식과 변기를 교체하는 작업과 실내온도의 적절한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수용동 내외부의 단열재 보강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석면 

제거를 통해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스프링클러 설치와 내진 보

강을 통해 화재와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는 모습은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 발휘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안전 강화 작업은 관련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적 역량의 발휘는 제도적 역량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정본부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넷째,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에 대해서는 두 층위에서 평가해

야 할 것이다. 우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수용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에 있어서 교정본



국문요약 7

부는 내부 역량으로서의 물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이전･신축과 같이 증축 및 리모델링에 비해 재정적 투입이 많고 이전･신축 

부지가 소재한 지역의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교정본부의 물적 역량

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교정본부의 주된 업무 

특성과 법무부 내 위상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나 정부 내 타 부처와의 협상을 적극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외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정본부의 외부 역량 

강화는 교정본부의 독자적인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유관기

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도 부합하는, 국무총리실 주도 하에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법원 

등을 포함하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수용자 처우 향상과 교정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현행 4부제 근무 

체계 도입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 증원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력 부족은 교정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저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정

의 질을 저하시킨다. 수용자의 휴일 접견 및 운동, 외부의료시설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해 계호에 필요한 인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한 수준의 교정공무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정공무원의 증원은 국가공무원의 증원이라는 점에서 교정본

부의 외부 역량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제5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인적 요소’ 평가: 교정공무원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설문조사의 대표성과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의 특성

제5장에서는 전국 19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정공무원 864명을 대상으로 

수용자 인권보장과 관련된 교정공무원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은 전체 교정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교정공무원의 성별, 연령별, 직급

별 비율에 따라 할당 표집하였다. 설문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은 전체 교정공무원에 비

하여 여자 교정공무원과 교정관 이상 직급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성별, 직급별로 

교정공무원의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권청원업무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의 비율을 높이 표집했는데, 이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권청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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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은 대체로 연

령, 근무기간, 직급 분포에서 전체 교정공무원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따라서 전체 

교정공무원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의 일반적인 인권의식 및 수용자 인권현황에 대한 인식

첫째, 교정공무원의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인식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보호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① 수용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보장’, ‘③ 교정시설의 

위생문제’, ‘⑤ 수용자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수단의 마련’, ‘⑥ 서신 발송 등 통신비밀

의 보호’, ‘⑦ 보호장비의 제한적 사용’, ‘⑨ 교정공무원의 높은 인권의식’에 대한 항목에

서 수용자의 인권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② 수용자 관점에서의 이해’나 ‘④ 수용자 의료처우 수준의 

개선’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지 않는 편이다. 교정공무원은 수용

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거나 수용자의 의료처

우가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교정공무원의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인식은 하위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교정공무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무기간이 길어질수

록, 직급이 높을수록 수용자들의 전반적인 인권보장 상황에 대하여 더 많이 염려하고 

있으며 현재 처우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더 많이 공감하고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 및 인권지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교정공무원의 인권의식은 전반적으로 수용자의 인권보장

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최소한의 처우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수용자 처우 관련 법규 해석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보균 수용자 및 서신교환의 권리 등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어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정부분 존재한

다([표 5-2-4] 참조).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은 교정공무원의 하위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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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교정공무원의 연령이 낮을수록,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직급이 낮을수록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인권지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인권지수가 낮은 집단일수록 수용

자에 대해 엄격하고 최대한 제한적인 처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수용자 

대상 인권청원업무의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은 해당 경험이 없는 교정공무원과 비교

하여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지수가 높다.

교정공무원의 진정･청원 관련 경험 및 인식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피해 경험

대부분의 교정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①언제나 수용자로부터 고소･고발 또

는 진정･청원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94%, 807명), ‘②언제나 교정사고 

발생을 염려하고’ 있다(87.4%, 753명)([표 5-3-1] 참조). 설문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860명 중에서 22.6%(194명)가 수용자의 청원을 경험했고, 40.0%(344명)가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법무부 인권국에 진정하는 사례를 경험했고, 37.4%(322명)가 

수용자로부터 고소나 고발을 당한 경험이 있고, 42.2%(363명)가 수용자로부터 폭

행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다. 직무 수행 중에 한번이라도 수용자로부터 청원이

나 고소, 고발, 진정, 폭행, 협박 중에 한 가지라도 경험한 교정공무원의 비율은 

55.1%(474명)로 과반을 차지한다. 많은 비율의 교정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용

자의 고소, 고발, 진정, 청원,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에 노출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수용자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피해 경험에 대한 반응 및 어려움

교정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용자들로부터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피해

를 당했을 때 어떤 감정적인 상태에 놓이는지 살펴보면, 이를 경험한 교정공무원은 

해당 수용자에 대하여 ‘화가 나는’ 경험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70.7%, 335명), 다음

으로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로 인한 조사로 인해 번거로움’을 경험하고(70.8%, 334

명), ‘피해자가 된 것 같은 억울한 감정’을 경험하면서(67.0%, 317명) ‘교정공무원이 

된 것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64.1%, 303명)고 보고했다. 특히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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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교정공무원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전체 

경험자의 1.5%(7명)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5-3-4] 참조). 진정･청

원 및 고소･고발 피해를 경험한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등의 

발생 원인이 교정공무원의 실수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청원의 증가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들이 진정이나 청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수용자들이 수용생

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정이나 청원 등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수용자들의 처우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다. 상대적으로 수용자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졌다거나 교정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 비율이 높지 않다.

교정공무원들은 진정･청원 등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혐의 없는 사건이나 

무고한 사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청원, 진정 등이 상급 기관이

나 서로 다른 기관에 동시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갖고 있다. 또한 교정기

관 차원에서 법률전문가가 소송을 지원하고 자문을 확대해주길 원하고 있으며, 진정

이나 청원의 결과로 인용이나 시정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 기관 차원에서 해당 사안

에 대하여 큰 부담을 갖지 않고 대응해주기를 기대한다.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인식 및 수용 정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이해 정도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10개의 

문항을 선정했는데, 해당 문항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교정시설의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중에

서 수용관리 관련 중요한 내용이거나 다회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것이다. 10개의 

설문 문항에는 ‘① 의무과 부재 시 의료과 직원의 임의 진단 관행 개선’, ‘② 기동순찰팀 

대원의 명찰 패용 및 보호장비 사용의 정당성 확보’, ‘③ 보호장비 사용 시 심사부 

작성 기재 시간의 단축’, ‘④ 뒷수갑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인권교육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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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⑤ 전자영상장비 사용 계호 시 구체적 근거사유 기재’, ‘⑥ 수용자간 주고받는 

서신에 동봉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구체화’, ‘⑦ 언론사 제보를 이유로 한 서신검열 

및 징벌하는 일 재발 방지’, ‘⑧ 감독자 순시 시 수용자 착석 강제 관행 개선’, ‘⑨ 미결수용

자 대상 종교집회 확대’, ‘⑩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 특이환자 표식 및 

개인병력 노출 금지 권고’가 포함된다.

10개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문조사대상 교정공무원들

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교정공무원들은 대체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시정권고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부 2개 문항(①

의무과 부재 시 의료과 직원의 임의 진단 관행 개선’, ‘⑥ 수용자간 주고받는 서신에 

동봉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구체화’)에서는 10% 이상의 직원들이 해당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이해 정도는 교정공무원의 연령이 높을수

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높다. 또한, 인권청원업무를 경험했던 교정공

무원은 해당 업무 경험이 없는 교정공무원과 비교하여 10개 문항에서 모두 그 이해정

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적절성 평가

교정공무원들은 10개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권고 내용에 대하여 교정현실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일정 비율을 차지한다. 각각의 

권고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각 내용별로 15% 내지 30% 정도의 교정공무원은 

해당 권고 내용이 교정현실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결

정례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이러한 평가는 수용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 처우나 계호를 하는 과정에서 시정권고 내용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① 의무관 부재 시 의료과 직원들이 임의로 수용자를 진단하는 

관행의 개선’의 평균값은 3.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교정공무원들이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현실을 고려할 때 해당 권고 내용을 실천할 수 있을만한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교정공무원의 하위집단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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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설문조사에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시정권고 내용에 대하여 해당 시정권고 

내용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인권교육 현황 및 평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직무 관련 인권교육은 교육 주관기관

이나 교육방법 등에 따라 크게 ① 법무연수원의 집합 인권교육, ② 법무연수원의 사이

버 인권교육, ③ 법무부 인권국의 인권감수성 교육, ④ 각 교정기관별 자체 인권교육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설문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의 8% 정도(69명)는 자신이 직무와 관련하여 인권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인권교육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정공무원은 

9급이나 7급 신규 임용 시에 법무연수원에서 직무 관련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7급이나 6급 승진 시에도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8% 정도의 교정공

무원은 자신이 이수한 직무 관련 인권교육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정공무원은 직무 관련 인권교육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고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

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의 1/4 정도만 추가적

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권

고내용의 상당부분이 교정공무원의 인권교육을 권고하고 있고,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교정공무원의 인권의식에 있어서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한다거

나 법규 해석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한다거나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보균 수용

자 및 서신교환의 권리 등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상기하였을 

때, 교정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은 상당부분 그 취약점을 찾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정행정 전반의 선결 과제에 대한 의견

교정공무원들은 현재의 교정처우 여건에서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과밀수용의 개선’이나 ‘낙후된 교정시설의 환경 개선’과 같은 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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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적 측면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그 다음으로는 ‘교정공무원의 

업무량 조정 및 처우개선’이 시급하며, 이외에는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교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교정

공무원들은 ‘수요에 맞는 인권교육 강화’와 같은 요인은 수용자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가 아니라고 평가한다.

제6장 군 행형형기관 인권보장역량 평가

제6장의 군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군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는 국방부

장관 지휘 하의 군사법체계가 존재하는 현행 법령에 따라 민간과 별도로 마련된 특수 

행형기관인 ‘군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을 평가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군 교정시설 운영은 국방, 안보를 주무로 하는 국방부의 주요 업무라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군에서의 행형 업무는 국방 정책 수립 과정에서 후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심지어 일반 국민들에게도 군 교정시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관련 연구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군 교정시설의 운영･제도적 요건은 표준화되어있지 않고, 

물적 조건이 열악하고, 심지어 입법이 가능한 토대 자체가 아예 없어 기초적인 여건조

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인적 요건에 있어서도 교정 인력 확보와 양성 및 

교육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교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

고 있지 못한 교도병을 투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군사법체계라는 특수 사법체계의 산물로 설치된 군 교정시설의 

인권보장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물적, 운영･제도적, 인적 요소로 군 교정시설의 실태를 

나누어 파악하고 각 요소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에 집중하였

다. 군 교정시설은 크게 국군교도소와 각급부대의 영창으로 분류할 수 있고, 본 연구 

역시 이 분류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연구는 주로 현장 실태 조사와 군 교도관 및 교도병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진행되었고, 문헌 및 자료의 수집과 분석도 병행되었다. 실태조사는 국군교도소와 

6개 부대 영창에서 진행되었고, 표적집단면접은 교도관 12명과 교도병 16명을 대상으

로 진행되었다. 다만 일부 부대에서 방문을 거부하거나 정보공개청구에 소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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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연구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미리 밝힌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징계입창의 원인이 되는 영창제도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또한 국방부에서 이를 공식 발표한 바 있어 징계입창의 경우는 군 행형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군 교정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미결수를 수용하고 있으나 그 수는 민간 교정

시설에 비하여 적었다. 군 교정시설은 군인, 군무원을 수용하고, 예외적으로 민간인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군인, 군무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신분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결수가 민간 교정시설로 이감된다. 이로 인해 

군 교정시설의 수용자는 대부분 미결수인 것이다. 전체 수용 인원이 적어 과밀 수용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으나, 배정 예산이 많지 않아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낳는다.

또한 대부분의 수용자는 국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각급부대 영창의 미결수용실

은 실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대부분의 영창은 연간 미결수용자 수용 실적이 

1~2명 안팎이다. 이로 인해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환경인 영창

도 많았다.

군 교정시설의 관할 부서는 일원화 되어있지 않아 국방부 산하 조사본부와 법무관

리관실이 각각 국군교도소와 영창을 나누어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영창의 경우 실제 

운영 및 관리는 각급 부대의 헌병대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군 교정시설은 진행 중인 군사법체계 개혁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

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군사법체

계 개혁에 따라 향후 각급부대 영창의 통폐합 등이 전망된다.

군 교정시설의 운영･제도적 요소는 방문조사와 표적집단면접, 문헌 조사를 바탕으

로 국군교도소와 각급부대 영창의 운영상 특이 요소를 식별하여 살펴보았다.

운영상 특이 요소에는 국군교도소의 급식 기준, 수기로 이루어지는 입감 절차, 계급

에 따른 분리 수용, TV 시청 방식, PX 설치와 이용, 각급부대 영창의 TV 시청 방식, 

물품 구매 방법, 배정 예산, 일과 운영 등이 해당하였다. 급식 기준, 물품 구매 등의 

측면에서는 민간과 비교하여 양질의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민간 수용시설에서 

사용하는 보라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행정 절차, 수용자 문화 접근성 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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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애로점을 겪고 있었다.

또한 ｢군형집행법｣이 ｢형집행법｣의 개정 내용 중 기본권 증진 관련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으로 인한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부재, 형집행법상 접견권 강화에 따른 변경 조치 미반영, 교도소장의 

서신 발신, 수신 금지 시 구체적 사유의 서면 작성 의무 미반영, 위로금 및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규정 부재, 민간과 군 수용시설에서의 사형확정자의 지위와 

처우의 불일치, 민간과 군 수용시설에서의 시신 인도 규정의 불일치 문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조직 체계와 인력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들의 지위와 권한, 처우 상의 

문제를 도출하였다. 대표적으로 교도관의 ‘사법경찰관리’ 지위 불인정 문제와 교도병

과 간부 수용자 사이의 갈등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용자의 권리 보장과 

시설 감독을 위한 법령 제도 분석과 현황도 파악하였다. 진정 등 수용자 권리 보장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진정함 형태 등에 문제가 있는 곳들이 있었고, 

관리 감독은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군 교정시설에 대한 군 당국의 관심이 낮기 때문이다.

군 교정시설의 물적 요소는 국군교도소와 각급부대 영창의 시설 현황, 거실 시설, 

급식, 의복 및 침구, 위생 시설, 의료 시설 등을 가리키며 방문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기초적인 수용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운동 시설, 도서관, 종교 시설, 직업 훈련 시설, 교육 시설, 외부와의 

소통을 위한 시설, 징벌 시설, 여성 수용실 등 수용자 처우 보장을 위한 시설 여건을 

살펴보았다.

물적 요소는 군 교정시설의 가장 큰 취약지점이었다. 배정 예산이 적고, 군 당국의 

관심이 낮아 수용시설로써 갖춰야 할 기본 요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

다. 국군교도소의 경우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었고,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의료 시설이 열악하여 실제 운용할 수 없는 장비가 많아 수용자

들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었다. 

각급부대 영창은 표준화 된 기준이 없었고, 시설마다 건설 시기에 따라 노후화 정도의 

편차가 컸으며, 시설의 형태나 설비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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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 영창의 표준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군 교정시설의 인적 요소는 표적집단면접과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교도관과 교도병

이 받고 있는 직무 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점검하였고, 교정 업무에 대한 이들의 인식 

수준과 이해도를 살펴보았다.

전반적 군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궤를 같이하여, 인적 요소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는 교정 실무자들의 직무 능력이 표준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교도관의 전문성

이 낮았고, 전문성의 수준은 교도관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 편차가 컸다. 교도병의 

경우는 이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여 제대로 된 교육 없이 현장 실무에 투입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교정교화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용자의 기본권과 처우 

보장도 쉽지 않다.

위와 같은 각 요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가 도출한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는 총 세 가지로, 첫째, 물적 요소의 표준화･현대화, 둘째, 

운영･제도적 요소의 표준화와 민간 영역과의 통일성 제고, 인력과 조직의 책임성 

강화, 셋째, 인적 요소의 전문성 강화이다.

이에 덧붙여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인권보장역량 강화 방안을 각 요소 별로 거시･미

시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운영･제도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거시적 방안으로는 군 교정시설 관할 부서를 

일원화 하여야 한다는 점, 법 개정을 통해 군 교도관의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인정하여

야 한다는 점, 교도관 및 교도병의 편제를 변경하여 교도병에게는 교도 보조 업무만을 

수행하게 하고, 교도관은 전문적인 교정군무원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미시적 방안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 「형집행법」 개정에 따른 수용자 권리 강화 요소를 「군형집행법」에도 반영

해야 한다는 점, 「형집행법」과 「군형집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지위를 통일해야 한다는 

점, 국군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군 교정행정에 보라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 각급부대 영창의 각종 생활 규범을 통일해야 한다는 

점, 각급부대 영창의 운영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점, 군 교정시설에 대한 법령상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물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거시적 방안으로는 국군교도소 신축 예산을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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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 권역별 군 구치소를 신축하고 평시에는 영창 운영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미시적 방안으로는 국군교도소가 신축되기 전까지의 냉･난방 대책과 

의료시설 전면 보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 국군교도소의 징벌방 내에 안전시설

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 각급부대 영창에 야외 세탁물 건조장을 마련하고 침구 관리를 

표준화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각급부대 영창에 입감 수속 시 탈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 화여야 한다는 점, 각급부대 영창에 장서 확보 대책과 운동 시설 내 

간단한 운동기구 확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 각급부대 영창의 면회실 차단막을 

이중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인적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도관(교정군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법무

연수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점, 전문 교도병을 별도로 모집하고, 만기 전역 시 교정공

무원 선발시험 응시에 혜택을 주어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제7장 해외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제7장에서는 해외의 행형기관에서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되었던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해외 인권보장역량 개선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① 법과 제도의 개선, 

② 물리적 환경 개선, ③ 행형 담당자 교육과 지원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

다. 각 영역에 대한 해외사례를 검토함에 있어서 자료접근의 한계로 인해 영미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검토한 자료는 각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유엔 및 정부

기관과 시민단체의 보고서, 매뉴얼, 툴킷, 연구자들의 학술논문,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

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통해 현재 국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행형의 제도적 개선을 통한 인권보장역량 증진 사례에 관해서는, 수용자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와 제도적 장치인 관련법, 진정과 청원제도, 소수집단 수용자 보호 

현황, 외부기관인 시민단체의 지원 등을 살펴보았다(제2절). 

첫째, 수용자간 인권침해 방지 노력에 관해서는, 수용자 인권 보호 관련 법인 미국

의 ｢퍼스트 스탭법｣(First Step Act), ｢민권법｣(Civil Right Act), ｢교도소강간 근절법｣

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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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수자 수용자 인권보장강화 노력에 관해서는, 유엔의 핸드북, 임산부 수용

자, 성소수자, 장애인 수용자 처우를 살펴보았다. ① 2009년 유엔 마약 및 범죄국은 

“특별처우가 필요한 수용자에 관한 핸드북”을 발간하여 노인, 말기 암환자, 사형수, 

외국인, 인종적 소수집단, 장애인, LGBT(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등

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처우를 강조하였다. ②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임산부 수용자

에 대한 계구사용 금지법이 제정되고 출산 전-후 지원에 대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 ③ 미 ｢교도소강간 근절법｣(PLEA)은 성소수자(LGBT)의 격리 구금과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④ 미 법무부는 2017년과 2018년에 트랜스젠더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수용자 매뉴얼(Transgender 

Offender Manual)”을 개발하였다. ⑤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교정국은 장애를 가진 

수용자의 추가적인 필요지원을 담당하고자 “전국 장애인서비스(Statewide Disability 

Services, SDS)” 국을 운영하고 있다. ⑥ 뉴질랜드 교정국의 홈페이지는 장애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명시하고, 이들에게 사회에서 받았던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

고자 한다. 미 법무부는 2010년에 미국 장애인법(ADA) 수형자 규정(prison and 

jail-specific ADA regulations in 2010. 28 C.F.R. § 35.152)을 발행하여 장애인 수형자

들의 필요에 부합되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⑦ 영국 교정국은 IQ 70 이하의 

학습장애자 수용자를 위한 특별 유닛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수용자 지원단체의 활동 및 민관협력을 통한 행형제도 개선 노력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다. 수형자의 인권은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해 개선되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형자들이 교도소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각 사회에서 수형자의 인권을 이슈화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국회가 관련 입법을 하고 관련 국가 기관이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압력단체의 역할도 수행하였으며, 조사와 연구를 통한 보고서도 발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다. 사례 제시를 위해 국제 형사개혁위원회, Pace 대학 법대 

도서관, 미리엄 병원 수형자 건강과 인권 센터, 시민자유연대 ACLU, National Center 

for Lesbian Right, 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NAMI), 비영리 법률회사인 Prison Law Office, Human Right 

Watch, Amnesty International 등의 활동을 소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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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진정･청원 남용에 대한 효과적 대처 노력에 관해서는 미국의 ｢민권법｣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미국 내 수용자들은 ｢민권법｣ 위반(Violation of Civil Rights)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교정직원은 반드시 수형자에게 법원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수용자들의 ｢민권법｣에 근거한 소송제기가 

많아지자 1997년 ｢수용자 소송 개혁 법｣(The Prison Litigation Reform Act, PLRA)을 

제정하여 교정시설과 해당 교정국 내에서 행정적 구제와 같은 제도들이 소진될 때까

지 교도소 상황(condition)에 대한 수형자로부터의 소송이 제기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행형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인권보장 역량 증진 사례로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으로 수용자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교도소 공간의 

변화와 개선 사례를 살펴보았다(제3절). 이를 위해 건축가가 참여하는 교도소 환경개

선 운동과 미국, 영국, 노르웨이의 실제 사례를 검토하였다.

첫째, 건축가가 참여하는 교도소 시설 및 환경 개선 사례를 살펴보았다. 각 국가의 

교정을 관할하는 부서는 건축 회사 및 건축 디자인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기존의 

시설을 보완하고 새로운 교도소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의 건축회사는 교정국 

의뢰로 교도소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미국과 유럽의 건축가들은 전시회와 

출판물 발간을 통해 인권 침해적 교도소 환경을 비판하였다. 미국의 건축회사 

Moseley Architects, DLR 은 교도소 건축팀을 운영하며 교정시설 설계, 프로그래밍, 

건축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둘째, 수용자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교도소 공간 재배치 및 환경 개선 동향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수용자가 생활하는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한 미국, 영국, 노르웨이 사례

가 소개되었다. 1950년대 이전까지 열악했던 미국의 교도소 환경 개선은 교도소 폭동, 

｢민권법｣ 제정, 소송 가능, 대법원 판결, 인권단체의 활동 등을 통해서 가능했다. 

미국 Butner 연방 교도소는 캠퍼스 스타일의 거대한 복합단지로, 건물의 역할을 개선

하고 교도소라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미국 테네시 주의 블렛소 카운

티 교정 복합단지(Bledsoe County Correctional Complex, BCCX)는 교도소 건축의 

원형(prototype)을 추구하며 수용자는 물론 교도관의 인권을 고려한 교도소를 건축한 

사례이다. 영국은 Berwyn 교도소는 현대적이며 교도소 환경을 대폭 개선한 교도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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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재범률을 보인다는 노르웨이 할덴(Halden) 교도소는 구금감을 

최소화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였다. 

행형 담당자 교육 및 지원을 통한 인권보장역량 증진 사례로는, 행형 담당자 교육 

및 지원의 관점으로는 수용자와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생활하며 법과 제도를 집행하

는 교정직원의 훈련 현황과 교정직원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증진을 

위한 지원책을 검토하였다(제4절).

첫째, 행형 담당자 훈련을 통한 수용자 인권보장역량 강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2005

년에 유엔은 교정직원의 인권 훈련을 위한 포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자 “교도소 

직원을 위한 인권 훈련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노르웨이(2년), 핀란드(16개월), 독일(2

년), 아이슬란드(2년), 헝가리(27주) 등의 국가에서는 인권교육을 포함한 엄격한 교육

과 훈련을 거쳐서 교도관을 양성한다.

둘째, 행형 담당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적 지원을 통한 행형 담당자의 

직무 역량 강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 국립교정연구소,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UMass 

Lowell 대학은 교도관 웰빙에 관한 포럼을 개최하여 교도관의 스트레스와 관련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 및 영국은 교도관의 신체적, 정서적 지원을 위해 “동료 지원 

프로그램”, “중요사건 대응팀”, “명상훈련”, “정신건강 전문가 컨설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사례들로부터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요소별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1. 행형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시사점

① 인권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② 수형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을 마련해야 한다.

③ 소수자 수용자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④ 수형자 지원 민간단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다.

2. 행형의 물리적 조건 개선을 위한 시사점

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교정의 이념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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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② 시설 개선 프로젝트에는 건축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③ 전문 의료처우 시설을 포함한 교정 복합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

④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의 조화가 필요하다.

3. 행형의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

① 전문성이 있는 연구에 기반을 둔 인권보호 훈련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② 신입 교정직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기간이 필요하다. 

③ 소수집단 수형자에 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④ 교도관의 웰빙 증진을 위한 대응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⑤ 동료 멘토링 프로그램,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 외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전문적 도움 제공,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중요사건 대응팀 운영, 교정직

원 정신건강을 위한 명상훈련과 전문가 고용 등이 행형 담당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증진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제8장 결론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제도적 역량’ 평가 결과 및 강화 방안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중 ‘제도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교정관계 국제규범

을 기준으로 해당 규범의 핵심요소들이 국내법규에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를 살펴보았다. 평가 결과,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영역에서는 의료 관련 규정의 정비

가, 수형자 처우 영역에서는 교도작업의 안전과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관련해서는 수용자가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령의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소년수용자에 관해서는 수용 질서, 

수형자 처우, 교정직원의 직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수용자에 관해서도 남성수용자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의 정비가 요구

된다.



22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II)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제도적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평가에서 ‘미흡’ 또는 ‘대개 양호’로 나온 항목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 정비, 장애수형자나 성소수자수형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규와 

지침 등의 마련이 제시되었다. 또한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는 인권기본법 제정, 수용자 

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수용자 지원 시민단체와의 협업 체계 구축이 

제도적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 평가 결과 및 강화 방안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중 ‘물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내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물적 요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교정시설의 환경적 개선 

현황,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평가를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

사과에서 매해 실시한 법무부 소속 구금시설 실태조사(2010~2018년) 중 물적 요소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와 교정통계연보 그리고 법무부 교정본부의 협조로 

수집한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평가 결과,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급식, 물품

지급 등의 영역과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영역에서는 행형기관이 물적 역량

을 발휘하고 있었다. 반면에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인프라에서는 의료인

력 부족과 정신질환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기반 부족 등의 약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과밀수용 해소 역량과 관련하여 수용공간 증축 및 리모델링 영역에서는 행형기관이 

물적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지만, 교정시설 이전･신축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등과 

같은 외부 주체와의 관계 조정에 필요한 외부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물적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시설의 이전･신축 ‘계획’과는 별개로 ‘현재’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적 역량을 통한 물적 역량 강화가 제시되었다. 

좀 더 거시적 차원에서는, 전문 의료지원 시설을 포함한 교정 복합시설 건설, 과밀수용 

및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이 물적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제시되

었다.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인적 역량’ 평가 결과 및 강화 방안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중 ‘인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국 19개 교정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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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무하고 있는 교정공무원 864명을 대상으로 수용자 인권보장과 관련된 교정공무

원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교정공무원들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보호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②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최소한의 처우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③ 교정공무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용

자에 의한 피고소･피고발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교정사고 발생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교정공무원들은 직무 수행 중 수용자들로부터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피해를 당하는 경우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진정 등에 따른 

조사로 인한 번거로움을 경험하거나 억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교정공무

원들은 수용자들이 진정이나 청원을 많이 하는 것은 수용자들이 수용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정이나 청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⑥ 교정공무원들은 진정･청원 등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혐의 없는 사건이나 무고한 사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청원, 

진정 등이 상급 기관이나 서로 다른 기관에 동시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갖고 있다. ⑦ 교정공무원들은 최근 나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주요 내용을 대부

분 잘 알고 있었지만, 해당 결정례가 교정 현실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15~30%). ⑧ 교정공무원들은 현행 직무 관련 인권교육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고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법규에 대한 보수적 해석, 접견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 HIV(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이 있다는 점에서 교정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은 상당부

분 그 취약점을 찾아 보완되어야 한다. ⑨ 교정공무원들은 현재의 교정처우 여건에서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밀수용의 개선’이나 ‘낙후된 

교정시설의 환경 개선’과 같은 교정기관의 시설적 측면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인적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신입 교정공무원의 직무교육 확대 및 교정공무원의 

인권교육 강화, 연구에 기반을 둔 인권보호 훈련 매뉴얼 개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 강화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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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군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결과 및 그 강화 방안

군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군 행형기관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국군교도소 

및 각급부대 영창을 방문하여 실태조사와 군 교도관 및 교도병과의 심층면담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와 그에 따른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군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군 행형기관의 제도적 역량은, 행형에 필요한 법규의 미비로 인해 낮게 평가되고 

있다. 군 행형기관의 제도적 역량에 있어서는 ‘군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및 처우의 

표준화’, ‘교정관계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군행형법｣ 개정’, ‘군 행형 담당자의 권한･

책임의 법제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② 군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에 있어서는 

현대화와 표준화가 시급하다. 군 행형시설은 총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정량화된 평가조차 어려울 정도로 시설별로 물리적 환경이 매우 다르다. 

③ 군 행형기관의 인적 역량은, 군 행형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군 행형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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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재소자 건강에 관한 제 석사 학위논문을 국내외에서 발표할 때마다,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제게 했습니다. 다른 취약계층도 많은데, 왜 하필 죄짓고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냐고요. 저는 그 물음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감금생활을 

하면서 죗값을 치르는 것이지 아플 때 방치당하는 것까지 징역살이에 포함될 이유

는 없다고요.

김승섭, �아픔이 길이 되려면�(동아시아, 2017) 중에서

HIV 감염인들이 쓰는 방에는 ‘특이환자’라고 크게 쓴 표찰이 붙어 있었다. 교도관들

은 HIV 감염인을 큰 소리로 “특이환자”라고 불렀다. 때로는 “에이즈”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들이 있는 의료사동의 다른 수용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다. 한 

교도관은 다른 교도관이 HIV 감염인 방에 들어가려고 하자 ‘에이즈 방이니 들어가

지 말라’고 했다. 또 다른 교도관은 의료사동의 다른 수용자에게 치료약을 줄 때는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HIV 감염인의 방 앞에서 마스크를 썼다.

변지민, “교도관은 ‘에이즈’라고 불렀다”, ｢한겨레 21｣ 제1266호(2019.6.9.) 중에서

바깥 사회와 비교할 때 비인간화의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공간이 구금

시설인 것이다. 자유의 박탈은 그 차제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 형벌이며…

국가인권위원회, �[교정편] 인권길라잡이�(2002)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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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인권과 구금시설

‘인권(人權)’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누리

는 권리’ 또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이다.1)2) 기본권(基本權)은 흔히 인권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만, 인권

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자연법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인 기본권과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인권은 국가 

이전의 권리이고, 기본권은 국가를 전제로 국가에 의해 보호되거나 제한되는 권리이

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인권의 보장도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

에 양자는 매우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

에 대해서 “인권은 자체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나, 기본권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 여겨지기도 한다.”라고 설명한다.3)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불가침성과 인권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한다. 따라서 ‘인권 침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법 제30조 제1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을 “국가

1) 인권 개념의 형성사와 그 의미의 변천에 관해서는 벤델 필즈(박동천 역),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

야 할 권리�, 모티브북, 2013 참고.

2) 이와 같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라는 개념은 자연법사상, 천부인권사상,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관념 등이 움트기 시작한 17, 18세기에 이르러서 명백하게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인권이라는 용어도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사용된 ‘인간

의 권리(Les Droits del’Homme)’에서 유래한 표현인 ‘human rights’의 번역어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이해�, 2018,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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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고 규정한다. 즉,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

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나 침해 여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인권은 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수용자들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이

고, 구금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별

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용자들은 대표적인 ‘총체적 통제시설(total institution)’인 교도

소 및 구치소 안에서 먹고, 일하고, 쉬고, 자는 일상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 

환경이 일반사회와 비교하여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구금시설은 “바깥 사회와 비교할 

때 비인간화의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4) 따라서 수용자의 인권

을 논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환경적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나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 등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접수되는 진정･신

고 사건의 상당수가 구금시설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사실은 이와 같은 구금시설이 

품고 있는 ‘비인간화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대표적인 국제규범인 국가연합의 넬슨 

만델라 규칙,5) 즉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은 구금시설 내 비인간화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준수되고 실현되어야 할 최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만델라 규칙의 서칙(preliminary 

4) 국가인권위원회, �[교정편] 인권길라잡이�, 2002, 26면.

5)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와 교정시설의 관리에 대한 가

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국제규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규칙은 1955년 8월 3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되었고, 1957년 7월 31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668 C(24)로서 승인되었다. 1977년 5월 13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2076(62)에서 제95조가 새로 추가되었다. 유엔 범죄예방 빛 형사사법위원회는 2015년 5월 18일

부터 22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4차 회의에서 본 규칙을 개정하고 인권과 평

등, 민주주의, 평화를 위해 싸우며 27년 동안 투옥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 대통령인 넬슨 롤리

랄라 만델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규칙을 ‘만델라 규칙’으로 명명한 전문가 단체의 권고를 승인

하였다. 본 규칙은 비준 및 발효된 조약이 아니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각 국의 행형 입법 

및 실무 운영에 있어서 각각의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및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면서 지도이념으

로서 존중하고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할 국제적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법무부 교정본부, 

“(추록)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외국 교정관계 국제규약집�, 

2015,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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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제1조는 이 규칙의 목적을 “이 시대의 사조로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바와 

현재로서 가장 적합한 (행형시설의) 체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와 교도소 운영에서 올바른 원칙과 실무로 여겨지는 

것을 밝혀놓고자 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한편 동 규칙의 서칙 제2조는, 세계 각국의 

행형 여건이 다를 수 있지만 본 규칙은 국가연합에 의하여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각국은 이 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

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본 규칙과 그 파생원칙들과의 

조화 내에서 그 규칙과 원칙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험과 실습을 허용한다. 

그리고 만델라 규칙 제1조는 “모든 피구금자의 처우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입각한 

존중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존엄성의 원칙을,6) 제2조는 피구금자에 대한 차별금지

의 원칙을,7) 제3조는 자유 및 자기결정권 박탈 외의 고통부과 금지의 원칙을,8) 제4조

는 교정･교화의 원칙을,9) 제5조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생활과 자유로운 외부생활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피구금자의 인간으로서의 정상적 삶을 가능하게 하라는 

6)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제1부 통칙

제1조 모든 피구금자의 처우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입각한 존중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어

떠한 피구금자도 고문,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

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식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정당화될 수 없다. 피구금자, 

직원, 용역 제공자 및 방문자의 안전과 보안은 항시 유지되어야 한다.

7)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제1부 통칙

제2조 ① 이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

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의하여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피구금자의 종교적 신념과 도덕률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차별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교정당국은 개별 피구금자의 필요, 특히 교도소 시설

환경 중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수한 필요를 가진 피구금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8)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제1부 통칙

제3조 구금행위 및 범죄자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그 밖의 처분은 자유를 박탈하여 자기 결정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사실 자체로서 고통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형집행 제도는 정당한 격리나 

규율 유지에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황에서의 고유한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9)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제1부 통칙

제4조 ① 구금형 또는 이와 유사하게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의 주된 목적은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재범을 줄이는 것이다. 이 목적은 가능한 한 피구금자가 사회 복귀 이후 반드시 재통

합하게 되도록 하여 그들이 법을 준수하고 자활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금기간이 이용

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

② 이 목적을 위하여 교정당국 및 기타 담당 관청은 교육, 직업훈련, 작업, 기타 다른 형태의 

보조수단으로서 적합하고 가능한 수단을 피구금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에는 교화적･도덕

적･정신적･사회적 활동 등과 보건 기반 활동 및 스포츠 기반 활동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프로

그램, 활동, 서비스는 피구금자의 개별적 처우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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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성의 원칙을10) 선언하고 있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 척도, ‘구금시설의 상황’

‘구금시설의 상황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말이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란, “사회의 가려진 

모든 구석에 대한 헤아림을 바탕으로 해야 가능해지며, 갇혀진 자들 역시 이러한 

포용의 대상에서 결코 예외가 되지 않기”11) 때문이다. 물론 수형자는 법공동체의 노선

을 일탈한 행동에 대한 형사제재로 구금되었다는 점에서 자유의 박탈을 자초한 부분

이 없지 않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구금으로 인한 자유의 박탈이 그들에게 부과된 

충분히 고통스러운 형벌이다. 수형자에게 자유의 박탈 외에 추가적으로 잔인하고 비

인간적인 고통을 부과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허용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근대 형사사

법의 근본이념이다. 헌법재판소도 자유형에 따른 자유의 박탈은 자유형의 본질에 따

라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12)13)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과 

｢형법｣이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지나치게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범죄자가 범죄의 대가로 선고받은 자유형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10)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제1부 통칙

제5조 ① 구금제도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생활과 자유로운 외부생활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이 격차로 인하여 피구금자의 책임감이 저하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

② 교정당국은 형평성에 입각하여 신체적･정신적･기타 장애가 있는 피구금자들이 구금시설 

내에서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배려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국가인권위원회, �[교정편] 인권길라잡이�, 2002, 29면.

12) 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확인집행유

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관한 부분 및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중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임.

13) 참고로, 2012헌마409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 중 수형자 부분에 관한 두 명의 청구인은 병역법

위반죄(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헌마510 사건

의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상해)죄 등으로 징

역 1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고, 2013헌마167 사건 청구인

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들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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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므로 범죄자의 선거권 제한 역시 보통선거원칙에 기초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14)

올해로 74년을 맞이한 한국의 교정(矯正)은 일제강점기 구금시설과 제도를 물적･제

도적 토대로 출발하여 국가가 인권침해를 자행하였던 군사정권 시대를 거쳐 1990년대 

후반부터 수용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15)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 

환경은 ‘원격 화상 진료’, ‘인문학 교육’, ‘가족만남의 집’, ‘보안의 첨단화’, ‘수용자 

이송 시 인격권 보호’, ‘중간처우시설을 통한 사회적응 지원’ 등 불과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다. 예를 들어, 교도소 내 에어컨 설치에 대한 공론화

가 시작된 것도 교정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사(題詞)에서 보았듯이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은 현재 진행형이

며, 수용자 인권 상황에는 언제라도 후퇴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16)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 7,070건 중 구금시설 관련 사건이 1,811

건으로 전체 비중의 4분의 1을 넘는다는 사실이 이러한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17) 

이는 국민의 인권의식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일반사회와 더욱 대조된다. 수용자의 

인권 문제는 몰랐던 문제라기보다는 소위 ‘죗값’이라는 우리의 오래된 사고방식 탓에 

무시되었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만델라 규칙이 선언한 ‘정상성의 원칙’보다는 ‘밥 

주고 잠재워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이른바 ‘열등처우의 원칙’이 그동안 

사회적으로 공유되었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용자의 인권 담론에서는 수용관리 및 교정의 효율성을 근거로 수용자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종종 제기된다. 그러나 국제 인권규범의 

관점에서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은 수용관리 및 교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정책적 목표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만델라 규칙은 제1조에서 “모든 수용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14) 헌법재판소 2009. 10. 29. 2007헌마1462의 위헌의견.

15) 이언담, “한국교정 70년의 회고 -수용자 기본권 확장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69호(2015), 

41-79면.

16) 길윤형, “‘인권 역주행’ 교도소도 예외는 없었다”, �한겨레� 2010. 6. 17.자 기사(http://www.hani.

co.kr/arti/society/rights/426201.html#csidx62ee98fde8c702a98107bcbb859a00f, 최종접속일 

2019. 11. 2.).

17) 국가인권위원회, �2018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19, 121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2001년 11월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 총 101,147

건 중 구금시설과 관련된 사건은 29,686건(29.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참고로 

같은 기간 동안 경찰 관련 진정사건은 19,833건 접수되었다(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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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 입각하여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제3조에서 개인을 외부 세상과 

단절시키고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행위는 ‘자기결정권을 빼앗는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교정제도는 정당하게 수반되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의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만델라 규칙 제5조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구금시설 내에서의 생활과 외부생활의 차이로 인하여 수용자의 

책임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따라

서 수용관리 및 교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정책적 목표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성되어야 한다.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대한 종합 평가의 필요성

최근 한 국가의 인권 문제는 해당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기 

일쑤이다. 더욱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어울리는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인권 수요와 국제 인권규범18)에 

부합할 수 있는 인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국정목표를 상정하고,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예

외는 아니어서 우리나라가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과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인권존중형 형사사법체계를 구축･운용해야 

한다. 이에 형사사법기관(경찰･검찰･법무부 및 형사법원)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요에 

부응하고 국제 인권규범을 준수할 수 있는 인권보장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령 제정･

개정과 조직기구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조치가 형사사법기관

의 인권보장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의 근거가 정무적 

판단이어는 안 되고, 각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행형기관과 수용자 처우의 수준은 한 법공동체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인식되기 때문에 국제 인권규범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행형기관의 

18) ‘국제규범’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경성법(hard law)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soft 

law)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교정처우와 관련된 국제 인권규범은 대부분 연성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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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역량이 얼마나 충분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에 대한 평가도 달라

진다. 그런데 아직 국내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나라 교정처우에 관한 점검을 시도한 몇몇 선행연구는 대개 

교정처우의 세부 영역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장복희는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국제인권법, 고문, 부당한 처우의 금지, 

국제적 구제절차 등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일부 조항을 검토하고 당시 행형법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19)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가 교정처우 분야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를 목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여 수행된 

구금시설 인권 실태조사연구로는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를 통해 여성수용

자 처우 개선 방향을 제안한 연구,20) 전체 수용자의 건강권 관련 처우 실태를 조사하여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구금시설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21) 등이 있다. 

특히 전체 수용자 건강권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구금시설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는 

최근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바 있다.22) 또한 2000년대 이후 

교정처우와 관련한 국제규범에 대한 해설서 �국제피구금자처우준칙�(Making Standards 

Work: an international handbook on good prison practice)과 유엔의 형사사법 

매뉴얼 �여성과 구금: 교도소 관리자와 정책입안자를 위한 핸드북�(Women and 

Imprisonment: Handbook for Prison Managers and Policymakers on Women and 

Imprisonmen)에 대한 국역 작업이 수행되었다.23)

한편 최영신･이승호･윤옥경･금용명은 우리나라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가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 행형기관 및 수용자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내법규로의 수용 정도와 교정시설에서의 실제 이행실태

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24) 이 연구에서는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

19) 장복희, “국제법상 수용자 처우와 국내법제도 개선”, �교정연구� 제32호(2006), 55-78면.

20) 조은경･이인영, �구금시설내 여성수용자 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21) 이화영･주영수･임승준･이상윤･이상희･이서경,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실태조사�, 국가인권

위원회, 2010.

22) 주영수･김명희･임준･김승섭,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6.

23) Penal Reform International, Making Standards Work: An International Handbook on Good 

Prison Practice(2001). Handbook for Prison Managers and Policymakers on Women and 

Imprisonment, 2008; [국역본] 윤옥경(역), �여성과 구금: 교도소 관리자와 정책입안자를 위한 

핸드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24) 최영신･이승호･윤옥경･금용명,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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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 모든 조항을 교정처우 세부 항목에 따라 분류하고 각 해당 내용이 국내의 행형 

관련 법규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와 실제 교정 현장에서 수용자를 처우할 때 국제규

범의 규정 내용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또한 수용자의 연령･성별･

국적 등을 고려하여 소년수용자, 여성수용자, 노인수용자, 장애수용자, 외국인수용자 

등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25)

행형기관의 인권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물적･인적 역량

본 연구는 최영신 등(2014)의 연구에서 교정관계 국제규범 중 실제적으로 이행이 

불충분하거나 미흡하다고 지적된 쟁점들을 단초로 삼아 교정처우의 세부 영역별로 

우리나라의 교도소 및 구치소(군 구금시설 포함)의 인권보장역량을 평가하고자 한다. 

그런데 행형 관련 법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교정처우가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행형이란, 행형법규뿐

만 아니라 그 법규에 따른 행형시설과 법규를 집행하고 시설을 운영할 행형조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행형과 관련된 ‘제도

적 역량’, ‘물적 역량’, ‘인적 역량’을 나누어 평가하고자 한다. 역량이란 인간이나 

조직이 각자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

다.26) 한 조직이나 기관의 역량은 내부 역량과 외부 역량으로 나눌 수 있다. 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이 총괄보고서 외에 세부 연구 주제별로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

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와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한국

형사정책연구원, 2014)이 별책으로 출간되었다.

25) 소년수용자 관련 국제규범으로는, 1990년 9월 아바나에서 개최된 제8회 ‘유엔 범죄방지 및 범

죄자처우 회의’에서 제정된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아바나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이 있다. 여성수용자 

관련 국제규범으로는,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방콕규

칙)(the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Female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이 있는데, 이 규칙은 2010년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유엔총회

에 채택을 권고하였지만 아직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26) 신윤지, “지방정부의 환경역량이 환경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25권 제2호(2015), 27면. 고전적인 역량 이론으로는 Beth W. 

Honadle, “A capacity-building framework: A search for concept and purpos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1(5)(1981): 575-580; Richard E. Boyatzis,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John Wiley & Sons, 1982; Terrence 

Hoffmann, “The meanings of competency,”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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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란 해당 조직이나 기관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동원 가능한 유무형의 

자원을 의미한다. 한편 외부 역량은 해당 조직이나 기관이 외부 주체들과의 관계(협력, 

경쟁, 갈등 등)에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형기관의 내부 역량을 

중심으로 인권보장역량을 평가할 것이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외부 역량을 다룰 

것이다.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이란, ‘행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용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각자의 권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물적･인적 자원의 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은, 수용자가 행형시설에 갇혀 있더라도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인간으

로서 ‘실질적 자유’, 즉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메타적 차원의 역량이라

고 할 수 있다.27)

첫째, 조직의 ‘제도적 역량’이란 조직의 운영과 과업 수행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법과 정책을 의미한다. 행형기관의 제도적 역량이란, 행형법 및 그에 따른 시행령･시

행규칙뿐만 아니라 행형에서 인권시비가 발생하는 직무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들

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는 있어도 인권존중형 행형을 

위해 필요한 인적 역량과 물적 역량 강화를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 역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언제나 행형기관의 인적 역량과 물적 역량 강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제도적 역량은 청원 제도와 같이 수용자의 권리구제에도 직결된다.

둘째, 조직의 ‘물적 역량’은 그 조직이 상정한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원

할 수 있는 재정적･조직구조적 자원을 의미한다.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이란, 행형기관

의 목적인 수용자의 관리와 처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리적 시설과 설비 그리고 

물품을 충분히 마련하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조직구조적 자원을 

의미한다. 물적 역량은 행형시설과 같이 수용자의 물리적 환경의 수준과 직결된다. 

행형시설이란 수용자가 모든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교정･교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1999): 275-285를 들 수 있다.

27) 역량 개념에 관한 연구로 잘 알려진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은 개인 차원의 역량을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며 ‘실질적 자유’이자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실질적 자유의 기회로서의 역량 

개념은 Martha C. Nussbaum,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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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교정공무원의 근무 공간이기도 하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그런데 오랫동안 해소되

지 않는 과밀수용 문제로 인해 수용자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직무환경

도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 강화를 전제하지 않은 제도적 

역량이나 인적 역량 강화는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조직의 ‘인적 역량’은 그 조직의 구성원, 즉 행위자의 역량을 의미한다. 행형기

관의 인적 역량이란, 교정공무원이 법집행에 필요한 법규 및 판례･결정례 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지식), 그러한 지식을 잘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느냐(기

술), 그리고 수용자들의 요구와 특수한 상황을 헤아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느냐(태도)에 관한 것이다.28) 통상적으로 조직의 인적 역량으로 리더

의 혁신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형기관은 수용자의 관리 및 처우가 주된 

과업이라는 점에서 교정공무원 개개인의 지식･기술･태도가 행형기관의 인적 역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적 역량은 교정공무원의 인권의식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이라는 특수한 관계성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직결

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행형 과정에서 불거지는 인권 쟁점들에 

대한 행형기관의 역량을 파악함으로써 행형기관이 수용자 인권보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점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입법 미비로 인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교정처우

의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은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8) 인적 역량의 3요소인 지식, 기술, 태도에 관한 설명은, Paul R. Sparrow, “Too good to be 

true,” People management (Dec. 5. 1996), pp. 22-25. 한편, 심리학적 관점에서 역량 개념을 

탐구한 연구자들은 환경에 대한 반응 능력과 그에 대한 학습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화이트

(White, l959)는 역량을 ‘유기체가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맥클란드

(McClelland, 1973)는 역량을 ‘실제 삶의 성공에 가장 예측력이 큰 행동적 특성’으로 정의하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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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연구방법

본 연구는 ①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평가를 위한 쟁점 도출, ② 행형기관의 인권보

장역량 중 ‘제도적 역량’ 평가, ③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중 ‘물적 역량’ 평가, 

④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중 ‘인적 역량’ 평가, ⑤ ‘군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제

도적･물적･인적 역량) 평가, ⑥ 해외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사례 분석, ⑦ 

행형 관련 인권보장역량 종합 평가 및 강화 방안 모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의 영역은 최영신 등(2014)의 연구에서 분류한 교정처우 영역 구분을 활용하였

다([표 1-2-1]). 이와 같은 평가 영역의 설정은 단순히 선행연구의 참고가 아니라 2014

년 당시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여 교정 분야에서의 인권보장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

었는지 가늠해보기 위해서이다.

[표 1-2-1] 교정처우의 하위영역

교정처우의 영역 구분 

하위영역Ⅰ 하위영역Ⅱ 하위영역Ⅲ

1. 수용 질서
1. 보안 검사, 보호장비, 강제력과 무기

2. 규율과 징벌 규율, 징벌원칙, 징벌의 절차, 수용자의 관여금지

2. 수용자 기본적 생활

1. 기본원칙 존엄성의 원칙, 정상성의 원칙

2. 생활과 작업의 공간 거실의 유형, 공간과 설비

3. 급식과 의류 및 침대 급식, 의류, 침대와 침구

4. 위생과 의료 및 운동 등 
위생, 의료, 의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운동과 

오락 등

3. 수형자 처우

1. 처우의 목적과 방식 재사회화 처우, 수형자 분류, 개별처우

2. 교도작업
교도작업의 원칙, 교도작업의 내용, 교도작업의 운

영방식, 교도작업에 대한 수당 등

3. 교육과 종교 및 신문 교육, 종교, 신문과 방송 등의 이용 및 도서실의 설치

4. 석방의 준비
가족 등 과의 관계, 처우의 사회화, 사회적응 프로그

램, 갱생보호

4. 수용자 권리 보장과 

교정시설 감독

1. 권리내용
수용자의 지위･권리 등에 대한 고지, 외부와의 교통

에 관한 권리

2. 권리 구제와 감찰 등 청원과 불복, 법률가의 조력 등,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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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영신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III)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

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50-51면, [표 I-2-2] 일부 활용.

일반적으로 ‘수용자 처우’에는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위생 및 의료, 외부교통, 종교

와 문화, 규율위반, 교정사고, 권리구제, 사회복귀프로그램, 심리치료, 수용의 종료(가

석방 및 석방) 등이 모두 포함된다.29) 그러나 [표 1-2-1]에서는 ‘처우의 목적과 방식’, 

‘교도작업’, ‘교육과 종교 및 신문･방송･도서 이용’, ‘석방의 준비’만을 ‘수용자 처우’항

목에 포함시켰다.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을 제도적･물적･인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분석의 편의를 위한 의도적 분류이다. 예를 들어, ‘수용 질서’의 경우 물리력 

행사와 차별행위가 빈번하게 문제되는 영역으로 제도적 역량과 인적 역량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반면에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의 경우 수용자의 의식주와 건강에 직결되

는 처우라는 점에서 물적 역량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 

처우’라는 용어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좁은 의미로 사용됨을 미리 밝혀둔다.

아울러 연구대상이 되는 시설 및 기관의 명칭은 ‘행형기관’, ‘행형시설’, ‘교정기관’, 

‘교정시설’, ‘구금시설’을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혼용함을 미리 밝혀둔다. 사전적으로 

‘자유형의 집행 방법 및 사형수의 수용, 노역장 유치, 미결 수용 따위의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행형’이 사용되지만,30) 실무나 학계에서는 행형시설이나 행형기관이라

는 말 대신 행형의 목적인 교정･교화를 강조하는 취지로 교정시설이나 교정기관이라

는 용어의 사용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맥락에 맞게 혼용하기로 하였다.

29) 예를 들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매해 발간하는 �교정통계 연보�의 편제에 있어서도 수용자 

처우에 이러한 항목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3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최종접속

일 2019. 11. 11.).

교정처우의 영역 구분 

하위영역Ⅰ 하위영역Ⅱ 하위영역Ⅲ

5.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

1. 미결수용자
무죄추정의 원칙, 수용과 생활공간, 급식과 의류 및 

의료

2. 소수수용자 정신이상수용자, 외국인수용자

6. 교정 시설 조직과 직원

1. 교정시설의 조직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소장

2. 직원
직원선발의 기준과 직원의 처우, 직무교육, 교정직

원의 사명과 행동 지침, 직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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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평가를 위한 쟁점 도출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평가를 위한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국가기관의 준사법

적 결정 및 실태조사, 언론보도, 학술적 논의 등을 분석하였다(제2장). 우선 수용자의 

목소리로부터 행형과 관련된 인권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사건 구금시설 관련 결정례(2011.11.~2019.10., 260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된 수용자 청원(최

근 2년, 1,516건),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매해 실시되는 법무부 구금시설 실태조사(2010~2018년, 8차례의 

방문점검 및 설문조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행형 분야 인권실태 관련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주목되는 행형 관련 인권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0년간 5대 주요 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

문) 기사 중 행형기관의 인권보호기능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111건의 

기사를 교정처우의 각 영역별로 분류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행형기관의 인권

보장역량 관련 학술적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중 어떤 영역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가 있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행형기관에서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학술 논문 298건(2001~2019년)의 내용을 분석하고 유형화 하였

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과 관련된 주요 쟁점

을 도출하였다.

②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중 ‘제도적 역량’ 평가

둘째, 쟁점 분석을 바탕으로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중 ‘제도적 역량’을 평가하였

다(제3장). 본 연구에서 가리키는 제도는 국내법령 및 하위규범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법령이 국제기준에 비추어 볼 때 행형기관 구성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적절

하게 갖추어져 있는지와 법령의 내용을 실무에서 적용하기 위해 구체화 작업이 이루

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각 규정들이 실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앞서 언급한 최영신 등의 �재범방

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III)�에서 국제규범 이행실태가 ‘대개 이행

(60% 이상~80% 미만)’, ‘불충분(30% 이상~60% 미만)’, ‘불량(30% 미만 이행)’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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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항목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전체항목에 대한 평가는 최영신 등(2014)의 

연구와 중복되므로 그 이후 변경상황을 반영하여 인권보장 상황이 개선된 점을 중심

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도적 역량 평가 영역 세부항목

수용질서

수 용 수용지역, 연령에 따른 구분수용, 위험성에 따른 구분수용, 기타의 구분수용

보 안 보호장비, 외부인력의 투입

규율과 징벌 수용자의 관여금지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기본원칙 정상성의 원칙

의사의 역할
수용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위생상태 관리업무, 수용자의 건강상태 보고

의료의 기록화

수형자 처우
교도작업

교도작업의 본질, 교도작업의 부과에 있어서 금지되는 사항, 교도작업의 내용

상 유사성, 교도작업에서 수형자 보호, 교도작업에 대한 수당 등

석방 준비 처우의 사회화, 사회적응 프로그램, 갱생보호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 감독

권리 내용 수용자의 지위, 수용자의 이송과 관련된 보호조치

권리 구제와 

감찰 등
법률가의 조력 등, 감찰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의 

관리

소수수용자
정신이상수용자, 외국인수용자의 차별금지, 영사 등과의 접촉, 종교와 문화의 

존중, 성적소수자에 대한 처우

소년수용자

수용질서 소년교도소의 규모, 보호장비와 강제력 제한, 징벌절차

사회복귀 사회복귀

직 원 전문성

여성수용자

수용질서 이송, 신체제한장치, 평가와 분류

기본적 생활 정신건강

교정인력과 

훈련
인력과 훈련

출소준비와 

사후지원
출소준비

[표 1-2-2] 인권보장역량의 ‘제도적’ 요소 평가 항목

평가 기준으로 삼은 국제규범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모든 억류･구금된 자의 보호원칙｣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유럽교정시설규칙｣(The European Prison Rules), ｢유엔 자유박

탈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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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ived of their Liberty),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 내 처우에 

관한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Female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 등이다. 평가 대상으로 삼은 법규 

등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도관직

무규칙｣,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교도작업운영지침｣,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분류처우 업무지침｣, ｢교정시설 경비등급

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가석방 업무지침｣,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등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2015~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 중 행형기관 관련 결정례와 2019년 

교정통계 등을 관련 부분에 반영하였다.

③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중 ‘물적 역량’ 평가

셋째,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중 ‘물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내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물적 요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교정시설의 환경적 

개선 현황,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았다(제4장). 교정시설의 내부 설비 

및 지침 등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에 필수적인 

물적 요소(급식, 의류, 침구류, 위생설비, 거실조명 및 냉난방 등)를 간접적으로나마 

평가하기 위해서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해 실시된 법무부 구금시설 실태조사(2010~2018년) 중 물적 요소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건강권 보장을 위한 물적 역량인 

의료 인프라와 교정 처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적 역량인 교정시설 자체

의 개선 및 신･증축에 관한 자료는 법무부 교정본부의 협조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④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중 ‘인적 역량’ 평가

넷째,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중 ‘인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용자 처우 

및 인권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 및 수용자 인권보장과 관련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제5장).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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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근무기간, 직급 등을 고려한 3단계의 유층표집방식을 통해 19개 기관(교도소 

및 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 864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 조사대상자에는 

여성 교정공무원 136명과 인권청원업무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 144명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①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 

② 수용자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및 진정･청원(고소･고발 포함) 경험, ③ 수용자의 

고소･고발, 진정･청원을 당한 경험 및 업무상 어려움, ④ 수용자의 인권청원업무(소송

업무 포함) 경험, ⑤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보호 상황 및 처우에 대한 인식 및 

평가, ⑥ 수용자의 진정･청원 증가에 대한 인식 및 대처방안, ⑦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례 권고 관련 이해 정도 및 적절성 평가, ⑧ 직무 관련 인권교육 경험 및 평가, ⑨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선결과제 및 의견 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9

년 8월말 ~ 9월 초순이었고, 조사방법은 교정본부의 협조를 받아 각 교정기관에 설문

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다시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⑤ ‘군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제도적･물적･인적 역량) 평가

국방부장관 지휘 하의 군사법체계가 존재하는 현행 법령에 따라 민간과 별도로 마련

된 특수 행형기관인 ‘군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을 평가하였다(제6장). 군에서의 행

형 업무는 해당 시설이 국방과 안보라는 국방부의 주요 업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방 

정책 수립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한편으로는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국민들

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시민사회의 감시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있다는 특성이 

있어 그동안 해당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군 행형기관을 인권보장역량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군인권센터와 함께 

군 행형시설에 대한 방문 실태조사와 군 교도관 및 교도병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방문 실태조사 대상은 국군교도소와 6개 부대 영창이었고, 표적집단면접 

대상자는 교도관 12명과 교도병 16명이었다. 다만 일부 부대에서 방문을 거부하거나 

정보공개청구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연구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미리 밝혀둔다. 실태조사와 군 교도관 및 교도병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제도적･물적･인적 역량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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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해외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사례 분석

해외의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관행의 개선에 대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

였다. 외국의 행형기관의 내부 자료에 대한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상 

기관의 홈페이지, 유엔 및 정부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매뉴얼･툴

킷, 연구자들의 학술논문, 언론보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제도적 역량의 측면

에서는 수형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와 제도적 장치인 관련법, 진정과 청원제도, 

국가 기관에 의한 조사와 모니터링, 소수집단 수형자 보호 현황, 외부기관인 시민단체

의 지원 등을 살펴보았다. 물적 역량의 측면에서는 수형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형자 생활공간의 변화와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검토하였다. 인적 역량의 측면에서는 수형자와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생활하며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교정직원의 훈련 현황과 교정직원의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증진을 위한 지원을 검토하였다.

⑦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역량 종합 평가 및 역량 강화 방안 제언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인권보

장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제언을 하였다.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대한 종합 평가

는 본 연구를 관통하는 프레임인 제도적･물적･인적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보완･강화가 필요한 인권 쟁점을 선별

하여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적 방법을 거시적 층위와 미시적 층위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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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를 위한 쟁점 분석

강태경･김영중





제2장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를 위한 

쟁점 분석

제1절 | 행형 관련 인권쟁점 분석의 필요성 및 범위

본 장에서는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평가를 위한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국가

기관의 준사법적 결정 및 실태조사, 언론보도, 학술적 논의 등을 분석하였다. 우선 

수용자의 목소리로부터 행형과 관련된 인권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사건 구금시설 관련 결정례(2011년 11월~2019년 10월, 260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된 수용자 청원(최근 2년, 1,516건),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매해 실시되는 법무부 구금시설 실태조사(2010

년~2018년, 8차례의 방문점검 및 설문조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행형 분

야 인권실태 관련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주목되는 행형 관련 인권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0년간 5대 주요 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기사 중 행형기관의 인권보호기능에 관하여 직접적

으로 다루고 있는 111건의 기사를 교정처우의 각 영역별로 분류하여 내용을 분석하였

다. 또한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관련 학술적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행형기관의 인

권보장역량 중 어떤 영역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가 있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행형기관에서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학술 논문 298건(2001~2019년)의 

내용을 분석하고 유형화 하였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행형기관의 인권

보장역량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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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수용자의 진정･청원 등 분석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분석

준사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리구제 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단심으로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법적 

권리구제에 비해 신속하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

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 부처 직제상 국가인권위원

회는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득과 협력을 바탕으로 비권력적 방식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를 

목표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범위에 “구금･보

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2조 제1항은 관계기관 등에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는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야 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진정 당시 진정사실에 관하

여 재판 또는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가 완결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2항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 분야에서 수용자의 인권 처우를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를 개시한 2001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접수된 

진정사건을 분석한 결과, 교정 분야에서의 진정사건이 전체 진정사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접수되는 진정사건에 비해 인용되는 사건의 수는 극히 적지만, 

31) 최정학, “국가인권위원회 10년 : 경찰, 검찰, 교정분야에 대한 평가”, �헌법학연구� 제18권 제2

호(2012), 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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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9년 6월 현재까지 법무부와 교정 당국 및 각 기관에 

총 260건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진정을 접수하는 면전진정제도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쟁점을 발견

하고,32) 구금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수용자의 처우 개선, 행형법 개정 등 다양한 정책 개선 권고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정 분야 인권 상황에 대한 건전한 비판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장의 허가를 전제로 수용자의 집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과거 행형법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집필이 가능하도록 권고를 

하여 실제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반복된 진정이 제도 

개선 권고로 이어지고 실제 제도 개선(법 개정)으로까지 연결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33) 아래에서는 교정 분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및 권고 현황을 분석함으

로써 교정 정책 및 환경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권고 현황34)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중 교정 분야 진정사건의 추이는 [표 2-2-1]과 

같다.35) 2017년 이후로는 그 이전과 비교하여 진정사건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2-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현황(2001.11.~2019.5.)

년도
2001~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건수 49,265 3,973 3,879 3,745 3,790 3,716 4,528 4,322 1,072 78,290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인권･송무 담당자 워크숍 토의자료”(2019. 5. 9.), 4면.

32) 참고로 허경미, “교정시설의 면전진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25호(2004), 

161-183면은 면전진정건수의 절반 정도가 철회 또는 위원회 위원 등과의 상담으로 종결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33) 최정학, “국가인권위원회 10년 : 경찰, 검찰, 교정분야에 대한 평가”, 246면.

34) 이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권고 현황 통계는,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인권･송무 담당

자 워크숍 토의자료”(2019. 5. 9.), 4-5면과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제공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목록(2001. 11.~2019. 9.)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35)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인권･송무 담당자 워크숍 토의자료”(2019. 5. 9.),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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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2001년 11월부터 2019년 9월 현재까지 교정 분야

에서 제기된 약 79,000건의 진정사건 중에서 총 326건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하였고, 

총 260건의 권고 결정을 내렸다.36)37) 진정사건 대비 권고 결정 비율은 약 0.32%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또는 전부 수용한 비율은 86.1%였

고, 불수용한 비율은 13,1%로 나타났다([표 2-2-2]).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에 대하여 대체로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2-2] 권고 및 수용 현황(2001.11.~2019.9.)

구분 계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검토중

건수 260 193 31 34 2

비율 100% 74.2% 11.9% 13.1% 0.8%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인권･송무 담당자 워크숍 토의자료”(2019.5.9.), 4면 보완･수정.

유형별 권고 및 수용 현황은 [표 2-2-3]과 같다. ‘법령･제도 등 정책 개선’ 권고가 

총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일부수용 및 수용 비율은 91.6%였다. 반면에 ‘처우 

관련’ 권고가 총 69건으로 그 뒤를 이었지만, 일부수용 및 수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82.6%로 낮았다. 또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주의･경고’의 권고는 22건이었고 그 일부수

용 및 전체 수용 비율은 63.6%로 낮은 편이다.

[표 2-2-3] 유형별 권고 및 수용 현황(2001.11.~2019.9.)

유형 소계
법령･제도 등

정책개선

처우

관련

인권교육

수강

시설

관련

징계

권고

주의

경고

직무

교육

260 107 69 18 13 7 22 24

수용 193 82 50 15 10 4 11 21

일부수용 31 16 7 0 2 2 3 1

불수용 34 9 10 3 1 1 8 2

검토중 2 0 2 0 0 0 0 0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인권･송무 담당자 워크숍 토의자료”(2019.5.9.), 4면 보완･수정.

36) 유사한 내용의 진정사건은 병합하여 처리하여 인용건수와 결정건수가 차이가 난다.

37) 분석 대상이 된 260건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부록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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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그에 대한 수용 여부의 연도별 현황은 [표 2-2-4]와 

같다. 2007년 12월 행형법 개정을 즈음하여, 개정 이후 교정 분야에 대한 국가인권위

원회의 권고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 교정 분야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있다.38) 한편 2017년부터 진정사건이 

증가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권고 건수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2-4] 연도별 권고 및 수용 현황(2001.11.~2019.9.)

구분
권고

건수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구분

권고

건수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검토중

2002 6 6 0 0 2012 7 4 1 2

2003 20 18 1 1 2013 5 1 1 3

2004 25 20 3 2 2014 3 0 2 1

2005 26 23 2 1 2015 5 3 2 0

2006 14 9 2 3 2016 7 6 1 0

2007 25 21 2 2 2017 10 10 0 0

2008 26 21 3 2 2018 19 18 1 0

2009 25 14 2 9 2019 15 10 3 0 2

2010 11 5 3 3
계 260 193 31 34 2

2011 11 4 2 5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인권･송무 담당자 워크숍 토의자료”(2019.5.9.), 5면 보완･수정.

나. 진정에 대한 권고 내용 분석

1) 내용별 권고 현황

교정 분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내용별 현황은 [표 2-2-5]와 같다. ‘의료 처우’와 

관련된 권고가 전체 권고의 18.1%를 차지하여 단일한 내용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조사･징벌’(9.2%)과 ‘보호장비’(8.1%) 관련 권고가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처우’ 관련 

권고는 영치금품 관리, 전화사용, 접견, 종교집회, 운동･목욕, 마약사범 해제 등 수용

자의 기본적 생활 및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38) 최정학, “국가인권위원회 10년 : 경찰, 검찰, 교정분야에 대한 평가”, 2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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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내용별 권고 현황

총계
의료

처우

조사

징벌

직원

폭언

･

강제력

행사

직원

업무

수행

미흡

보호

장비

시설

관련

서신

관련

사생활

침해

출정

관련

신체

검사

기타

처우

260 47 24 19 19 21 16 16 15 9 6 68

100% 18.1% 9.2% 7.3% 7.3% 8.1% 6.2% 6.2% 5.8% 3.5% 2.3% 26.2%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인권･송무 담당자 워크숍 토의자료”(2019. 5. 9.), 5면 보완･수정.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260건의 권고 중에는 직권조사,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정책･제도 개선 등의 권고가 18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외하고 수용자

의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242건의 내용과 수용 현황을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2-6]과 같다. ‘수용 질서’ 영역과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관련 권고가 각각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 감독’ 관련 권고가 4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2-6]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정 분야 진정에 대한 결정 분류(총 242건, 인권위 업무 개시일 

2001.11.26.부터 2019.9.15. 현재까지)

영역Ⅰ 영역Ⅱ
결정

건수

수용

건수

일부수용

건수

불수용

건수

검토중

건수

수용 질서

【61건(25.2%)】*

규율과 징벌 28 22 2 4 0

보안 33 19 10 4 0

소계【건수(비율, %)】
61

(100.0)

41

(67.2)

12

(19.7)

8

(13.1)

0

(0.0)

수용자 기본적 생활

【61건(25.2%)】

기본원칙 1 1 0 0 0

급식과 의류 및 침대･침구 4 4 0 0 0

생활과 작업의 공간 5 3 1 1 0

위생 7 4 1 2 0

의료 42 30 3 8 1

정신건강 2 2 0 0 0

소계【건수(비율, %)】
61

(100.0)

44

(72.1)

5

(8.2)

11

(18.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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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 질서

‘수용 질서’ 영역의 권고를 두 가지 하위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자.

우선 ‘수용 질서’의 하위 영역인 ‘보안’ 영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체검사를 시

행함에 있어 적절한 공간과 방법을 마련할 것과 보호장비를 합리적이며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로 권고하였다. 예를 들어, 가족만남 행사 후 검신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다른 수용자 20여명과 직원들 앞에서 칸막이도 없이 진정인에게 속옷을 벗도록 한 

사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고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를 관련 교도소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39)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검사(檢事) 

39) 2011. 6. 17.자 결정 10진정0611500 [인격권 침해](일부수용).

영역Ⅰ 영역Ⅱ
결정

건수

수용

건수

일부수용

건수

불수용

건수

검토중

건수

수형자 처우

【21건(8.7%)】

처우의 목적과 방식 6 4 1 0 1

교도작업 3 3 0 0 0

교육･종교 및 

신문･방송･도서 이용
11 9 0 2 0

석방의 준비 1 1 0 0 0

소계【건수(비율, %)】
21

(100.0)

17

(81.0)

1

(4.8)

2

(9.5)

1

(4.8)

수용자 권리보장과 

권리구제

【48건(19.8%)】

권리 내용 44 32 5 7 0

권리 구제(진정･청원) 4 4 0 0 0

소계【건수(비율, %)】
48

(100.0)

36

(75.0)

5

(10.4)

7

(14.6)

0

(0.0)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

【13건(5.4%)】

미결수용자 9 8 1 0 0

소수수용자 4 2 1 1 0

소계【건수(비율, %)】
13

(100.0)

10

(76.9)

2

(15.4)

1

(7.7)

0

(0.0)

교정시설 조직과 

직원

【38건(15.7%)】

교정시설의 조직 2 2 0 0 0

직원 36 28 3 5 0

소계【건수(비율, %)】
38

(100.0)

30

(78.9)

3

(7.9)

5

(12.3)

0

(0.0)

총 계【건수(비율, %)】
242

(100.0)

178

(73.6)

28

(11.6)

34

(14.0)

2

(0.8)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제공 자료 가공. * 전체 242건 중 각 영역별 결정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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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 수갑 및 포승의 해제를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살이나, 자해,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최소한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40) 또한 국가인권위

원회는 전자영상계호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성검사특이

자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영상계호를 지속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진정인에 

대하여는 전자영상계호 지속 여부를 다시 심사”하도록 권고하였다.41)

‘수용 질서’의 또 다른 하위 영역인 ‘규율･징벌’ 영역에서는 규율 위반을 이유로 

조사 중인 수용자라 하더라도 기본적 생활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교정공무원은 조사 및 징벌 절차를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는 권고가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징벌자(금치자)에 대해서 징벌

집행통지를 통해 일률적으로 집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게 집필을 금지할 경우 그 금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통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42) 최근에는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관행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2항을 과도하게 폭넓게 

해석하여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운동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이 권고되었다.43) 또한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에 대한 징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도 상당수 있었다.44) 다만, 징벌권 남용에 관한 권고는 

주로 2010년 이전에 내려졌고 최근에는 관련 권고가 거의 없었다.

3)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영역은 ‘기본원칙(존엄성･정상성의 원칙)’, ‘급식과 의류 및 

침대･침구’, ‘생활과 작업의 공간’, ‘위생’, ‘의료’, ‘정신건강’의 하위 영역으로 나뉜다.

우선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영역에서 가장 많은 권고가 내려진 ‘의료’ 영역을 살펴

보자. 의료와 관련된 권고는 의료조치 미흡으로 발생하는 수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40) 2019. 4. 16.자 결정 17진정0967400 [검사실 조사 시 보호장비 착용에 의한 인권침해](일부수용).

41) 2019. 2. 28.자 결정 18진정0513000 [장기간 전자영상계호로 인한 인권침해 등](일부수용).

42) 2008. 10. 27.자 결정 08진인2547 [징벌자 집필불허 인권침해](수용).

43) 2019. 6. 19.자 결정 19진정0066200 [조사수용 시 실외운동 및 스마트 접견 제한](수용).

44) 2005. 2. 14.자 결정 04진인2949 [부당조사에 의한 인권침해 등](수용); 2005. 10. 10.자 결정 

05진인1354 [부당조사에 의한 인권침해](수용); 2009. 11. 5.자 결정 09진인1685 [부당한 조사

수용](수용); 2009. 11. 5.자 결정 09진인1794 [성추행 사건 부당조사](불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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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수용자에 대한 주치의로서의 의사의 역할에 충실할 것, 투약 및 외부 진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미흡한 의료조치에 대한 권고가 의료 영역 권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의 미흡한 의료조치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야간 및 공휴일 등 의무관 부재 시 의료계 직원들이 임의로 

수용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관행이 개선되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관련 

구금시설 기관장에게 권고하고,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사망한 수용자의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45) 둘째, 의료

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외부 병원 진료를 불허하는 경우가 주된 사안이었다.46) 

그러나 관련 권고는 주로 2010년 이전에 내려졌다. 셋째, 의료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치료거실의 적정한 운영 및 난방 개선(치료거실 수용정원 준수 및 치료거실 바닥 

난방 설치 권고),47) 병사동에서 간병부가 마비 환자 등을 간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48) 등이 주요한 권고 내용이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정신질환 수용

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방문조사를 통해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49)

‘위생’ 영역에서는 ‘위생설비(화장실)’와 ‘이발･면도’ 관련 진정에 대한 권고가 주를 

이룬다. 우선 화장실과 관련된 권고로는 차폐시설 설치 권고와 조사･징벌실 내 화장실 

개선 권고가 대표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실 내 수용자가 화장실 이용 시 신체 

45) 2019. 1. 29.자 결정 18진정0231200 [교도소의 미흡한 의료조치로 인한 수용자 사망 등](수용).

46) 2004. 1. 16.자 결정 03진인399 [의료와 관련한 인권침해](수용); 2004. 4. 2.자 결정 02진인

1524 [수용자의 의료권 침해](수용); 2004. 6. 4.자 결정 03진인878/1170병합 [의료조치 지연으

로 인한 인권침해](불수용); 2005. 9. 15.자 결정 05진인1995 [의료조치 미실시에 의한 인권침

해](수용); 2006. 6. 23.자 결정 06진인239 [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불수용); 2006. 

6. 23.자 결정 06진인647 [의료와 관련한 인권침해](수용); 2006. 6. 29.자 결정 05진인3904 [의

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수용); 2007. 9. 27.자 결정 07진인2092 [외부병원 진료거부에 

의한 인권침해](수용) 등.

47) 2007. 1. 29.자 결정 06진인693 [의료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수용).

48) 2007. 2. 28.자 결정 06진인203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수용).

49) 2012. 2. 3.자 결정 11방문1200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환경 개선](수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 수용자들의 적절한 치료 여건 보장을 위해 상근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간호사 

등을 배치할 것, 정신질환 수용자 관련 근무자들이 정신질환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

록 자체 교육프로그램 강화 및 외부기관 연수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정신질환자의 특성

을 감안하여 정신질환 수용자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보호조치 및 보호장비 사용지침 등 

정신질환 수용자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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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이 되지 않도록 시설 보완 계획을 마련할 것”과 “계획 수립 전까지 진정실 내 

CCTV 각도 조절, 임시 가림막 설치 등 신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50) 열악한 조사･징벌실 환경 중에서도 

조사･징벌실 내 화장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51) 한편 

‘이발･면도’ 관련 진정사건은 강제적인 이발･면도에 관한 사건인데, 국가인권위원회

는 강제적 이발･면도는 위생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수용

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52)

‘생활과 작업의 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로는 보호실 설치,53) 실외운동장 확보,54) 

수용자 이발실 설치,55) 거실 채광 및 통풍 개선,56) 조명시설 개선57) 등을 들 수 있다. 

교정당국은 수용자가 자유를 제한받는 것 외에는 가능한 한 일반인들과 동등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정상성의 원칙’에 따라 생활과 작업의 공간을 개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조명시설을 개선하여 수용자의 수면권을 보장해

야 한다고 판단하고 “자살 등의 교정사고 위험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의 

수면권이 방해되지 않도록 취침 시 조도를 낮출 것”을 권고하였다.58)

‘존엄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에서 수용자의 이름이 노출

될 경우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하여 “권한 없는 직원이나 수용자들이 수용자 거실 

이름표를 임의로 볼 수 없도록 가림판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법무장관에게 권고하였고,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인격권 침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구치소장에게 권고하였다.59)

50) 2014. 7. 15.자 결정 13진정0471100 [화장실 차폐시설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일부수용).

51) 2017. 11. 8.자 결정 17진정276100 [열악한 조사･징벌자 거실내 환경 등 인권침해](수용).

52) 2008. 1. 22.자 결정 07진인1594 [강제면도에 의한 인권침해 등](수용); 2010. 5. 13.자 결정 

09진인4676 [강제이발에 의한 인권침해](불수용); 2011. 11. 9.자 결정 11진정323900 [강제이발 

금지](불수용).

53) 2008. 9. 30.자 결정 08진인1006 [보호실 설치](수용).

54) 2008. 10. 24.자 결정 08진인402 [실외운동 실시](불수용).

55) 2008. 10. 14.자 결정 08진인1585 [수용자 이발실 설치](일부수용).

56) 2004. 4. 17.자 결정 03진인5167 [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수용).

57) 2004. 1. 16.자 결정 03진인1067/5053병합 [수용자의 수면권 방해](수용).

58) 2004. 1. 16.자 결정 03진인1067/5053병합 [수용자의 수면권 방해](수용).

59) 2005. 6. 27.자 결정 04진인3782 [○○구치소의 인격권 침해 등](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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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용자 처우

‘수용자 처우’ 영역은 ‘처우의 목적과 방식’, ‘교도작업’, ‘교육･종교 및 신문･방송･

도서 이용’, ‘석방의 준비’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영역에서 가장 많은 권고가 내려진 분야는 ‘교육･종교 및 신문･방송･도서 이용’

이었다. 특히, 종교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가 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수종교에 대한 차별행위 개선,60) 소수종교의 

종교집회 허용,61) 개인적인 교리 학습 허용,62) 취사장 관용부의 종교 활동 보장63) 

등을 권고하였다. 해당 권고들은 대체로 2010년 이전에 내려진 것으로 최근에는 유사 

권고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처우의 목적과 방식’에 관한 권고로는 수형자 분류에 관한 권고가 주를 이루었다. 

마약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의 지정에 있어서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정을 해제

하도록 하는 권고가 대표적이다.64) 또한 수형자가 일반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해당 

수형자를 신입수용자로 보아 전화 사용이나 접견 등을 제한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분류 처우에 있어 군교도소에서 받은 행실등급을 고려하도록 하는 권고가 있었다.65)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분류심사 후 경비처우급 심사 결과에 대해 수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류지표 점수 중 최소한 정량지표에 대한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였다.66)

‘교도작업’은 수형자가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의 기회라는 점에서 그 운영이 공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작업 배정에 있어서 특정 범죄군의 수형자나 전과 이력이 있는 

수형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67)

60) 2002. 10. 14.자 결정 2001진차2 [양심적 병역거부 수용자에 대한 차별행위개선](수용).

61) 2011. 12. 2.자 결정 11진정360300 [소수종교의 종교집회 허용](불수용).

62) 2002. 10. 10.자 결정 02진인1458 [시설 및 처우관련 인권침해](수용); 2005. 10. 10.자 결정 

05진인4095 [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수용).

63) 2009. 4. 3.자 결정 08직인16 [취사장 관용부의 종교집회 참석 제한 및 휴무일 보장 미흡 등에 

의한 인권 침해](수용).

64) 2005. 2. 14.자 결정 04진인3073 [조직폭력사범 임의지정으로 인한 인권침해](수용); 2003. 4. 

7.자 결정 02진인1683 [미결수용자 재분류](수용).

65) 2008. 5. 2.자 결정 07진인4211 [이송시 분류처우관련 제도개선](수용).

66) 2019. 6. 19.자 결정 19진정0116200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경비처우급 결정](검토중).

67) 2005. 4. 4.자 결정 04진차215 [마약사범 작업관련 평등권 침해](수용); 2007. 12. 5.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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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권리구제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권리구제’ 영역에서는 수용자의 권리인 ‘외부와의 교통에 

관한 권리’(특히, 가족 등과의 접견교통)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가 가장 많았다. 수용자들은 외부와 서신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

고, 가족 등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미결수용자의 경우 변호인과

의 접견을 통해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접견교통권은 수용자의 핵심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서신 검열이나 

서신 제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68)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신을 통해 다수의 

진정･청원 등을 제기하였거나 서신의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이유로 해당 서신을 검열

하거나 발송을 허가하지 않거나 징벌을 의결하는 등의 조치는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69) 이처럼 수용자의 통신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

지 않도록 하는 권고가 최근에도 나온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교정 당국은 서신 검열과 

관련된 수용자의 권리 보장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신 검열에 대한 권고 외에도 ‘외부와의 교통에 관한 권리’를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권고를 냄으로써 제도의 개선을 이끌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아무런 보완 대책 없이 공휴일 접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일요일 등 공휴일 

06진인2326 [작업중단 및 진료비 관련](수용).

68) 2002. 12. 23.자 결정 2002진기6 [서신검열제도 개선에 관한 진정](수용); 2003. 4. 21.자 결정 

03진인133 [수용자 서신 교부 지체](수용); 2003. 5. 7.자 결정 01진인432/01진인545/02진인

722병합 [부당한 서신불허 등](수용); 2003. 5. 21.자 결정 01진인498 [서신의 부당한 지연처리]

(수용); 2004. 4. 2.자 결정 03진인5583 [수용자 사생활의 비밀침해](일부수용); 2005. 9. 26.자 

결정 05진인449 [에세이집 외부발송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수용); 2006. 5. 15.자 결정 02진인

2305 [동일시설 수용자간 서신불허](불수용); 2006. 8. 3.자 결정 05진인3519 [사진발송불허 인

권침해](수용); 2007. 8. 6.자 결정 07진인1039 [인격권 침해 등](수용); 2007. 9. 27.자 결정 07

진인1745 [수용자간 서신불허에 의한 인권침해](일부수용); 2007. 9. 17.자 결정 07진인1446 

[서신불허에 의한 인권침해](불수용); 2010. 1. 22.자 결정 09진인1654 [서신불허로 인한 인권침

해](수용); 2010. 10. 15.자 결정 09진인4729 [교정시설의 부당한 서신검열로 인한 인권침해](일

부수용); 2012. 3. 5.자 결정 09진인595/09진인809/09진인1392/10진인335/10지정122301 등

/10진정142500/10진정595100/11진정19901/11진정33701/11진정230101/11진정107900/11진

정280600/11진정325900(병합) [서신검열 개선](수용); 2017. 2. 27.자 결정 16진정116600 [교

도소의 서신반송으로 인한 통신의 자유 침해](수용); 2018. 7. 24.자 결정 17진정0868300 [조사

수용자 실외운동 제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수용); 2018. 10. 8.자 결정 18

진정0214100 [부당한 서신 검열](수용); 2019. 3. 21.자 결정 18진정0856500 [구치소의 서신반

송으로 인한 통신의 자유 침해](수용).

69) 2018. 10. 8.자 결정 18진정0214100 [부당한 서신 검열](일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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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 교정시설에서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접견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70) 

이 권고에 따라 현재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접견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수용자의 이송과 관련된 보호조치’, 즉 수용자가 이송되는 과정에서 보호

장비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71)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가 법원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얼굴이 노출되거나 

수갑 등을 착용한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72) 수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보호장비가 외부로 노출

되어 해당 수용자의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안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호송과정에서

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하여 수용자를 외부로 호송할 때 수갑가

리개나 마스크 등 보호용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수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보호용품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호송교도관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73) 

‘권리 구제’와 관련해서 수용자의 청원･진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가 주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초창기인 2002년에는 교도소장 등이 

수용자의 면전진정을 방해하고 진정의 취하를 종용하는 일이 벌어지고는 했었다.74) 

하지만 앞서 살펴본 진정사건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수용자들은 청원･진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이 청원･진정 방해

에 관한 권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권고로는 2016년에 

내려진 권고로 청원･진정 처리 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권고의 초점이 과거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75)

70) 2006. 11. 13.자 결정 05진인2125/05진인2188(병합) [토요일 및 공휴일 접견 제한으로 인한 인

권침해](일부수용).

71) 2018. 4. 5.자 결정 17진정0519400 [노동위원회 출석 시 보호장비 착용 외부 노출 등에 의한 

인권침해](수용); 2008. 3. 11.자 결정 07진인2098/07진인2889 [인격권 침해](수용); 2008. 10. 

20.자 결정 08진인1442 [민원인에게 얼굴노출은 인격권 침해](불수용); 2009. 5. 7.자 결정 08진

인3784 [외부병원 호송 시 마스크 등 미착용](불수용); 2009. 7. 21.자 결정 08진인4589 [수용자

의 얼굴노출 등](불수용); 2017. 8. 3.자 결정 16진정0695000 [법원 출정시 보호장비 착용 외부 

노출 등 인권침해](수용).

72) 2017. 8. 3.자 결정 16진정0695000 [법원 출정시 보호장비 착용 외부 노출 등 인권침해](수용).

73) 2018. 4. 5.자 결정 17진정0519400 [노동위원회 출석 시 보호장비 착용 외부 노출 등에 의한 

인권침해](수용).

74) 2002. 8. 26.자 결정 02진인740/02진인1073(병합)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방해](수용).



60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II)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6)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

미결수용자는 기결인 수형자와 달리 무죄추정을 받는 수용자라는 점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형 정책이 수형자를 중심으로 수립･시행된다는 

점에서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소홀해지기 쉬운 면이 있다. 생활용품 미지급,76) 

법원 출정 시 신을 신발 선택의 자유 제한,77)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독서지도 

문제,78)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규정된 양형자료 통보제도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의 문제,79)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참석 

문제,80) 전화사용 횟수 제한 문제81) 등이 미결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이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수용자, 장애수용자, 외국인수용자82) 등의 처우 개

선을 위한 권고를 내리기도 하였다. 최근 성전환수용자 처우 문제에 관해서 국가인권

위원회는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성소수자 처우)를 실질적으

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성소수자수용자 수용 현황 및 처우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할 것”과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83) 장애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장애수용자 거실을 충

분히 확보할 것,84)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85) 등이 권고되었다. 

그리고 채식주의에 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급식을 시행할 

75) 2016. 9. 2.자 결정 15진정0923400 [면전진정서 지연처리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권고](수용).

76) 2005. 9. 26.자 결정 05진인345/05진인2866(병합) [미결수용자 생활용품 미지급에 의한 인권침

해](수용).

77) 2011. 12. 22.자 결정 11진정430901 [출정시 착용 신발 선택](수용).

78) 2005. 9. 27.자 결정 05진인1743 [미결수용자에 대한 부당처우 등](수용).

79) 2008. 1. 8.자 결정 05진인0001220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27조에 규정된 양형자료 

통보제도는 미결수용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고, 헌법상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보제도를 폐

지할 것](일부수용).

80) 2004. 1. 19.자 결정 03진차535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참여배제의 평등권 침해](수용); 2018. 

11. 16.자 결정 17진정0577700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참석 확대](수용).

81) 2009. 5. 23.자 결정 09진인862 [미결수용자 전화사용 횟수 제한](수용); 2009. 6. 17.자 결정 

08진인3764 [미결수용자 전화사용 횟수 제한](수용).

82) 2003. 3. 21.자 결정 02진인150 [부당한 이감 및 소내 처우개선](수용).

83) 2019. 3. 20.자 결정 17진정0726700 [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등](수용).

84) 2009. 3. 9.자 결정 08직인12 [장애인 수용자 과밀수용](수용).

85) 2012. 7. 3.자 결정 12진정440800 [장애수용자에 대한 처우](일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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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권고되기도 하였다.86)

7) 교정 시설 조직과 직원

교도관의 폭언･폭행･가혹행위 등이 ‘교정직원의 사명과 행동지침’을 위배한 주요 

사례였다.87) 다만, 교도관의 폭언･폭행･가혹행위 등에 관한 권고는 대부분 2010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2010년 이후에는 교도관의 폭언･폭행･가혹행위 등에 관한 

권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수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88) 인간면역

결핍바이러스(HIV) 감염89)과 같은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공공연히 노출되었던 

최근 사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

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교정기관

86) 2012. 10. 26.자 결정 11진정69000 [채식주의자에 대한 처우](불수용).

87) 2003. 5. 20.자 결정 02진인1649 [교도관의 구타](수용); 2004. 4. 2.자 결정 03진인156 [수용자

의 인격권 침해](수용); 2004. 6. 4.자 결정 03진인1012 [교도관의 수용자 가혹행의 사건](수용); 

2006. 3. 7.자 결정 06직차2 [○○구치소 직원에 의한 성추행](수용); 2006. 3. 27.자 결정 05진

인236 [인격권 침해](수용); 2006. 3. 27.자 결정 05진인3903 [인격권 침해](수용); 2007. 6. 11.

자 결정 07진인537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수용); 2007. 8. 27.자 결정 07진인1316 [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수용); 2007. 10. 2.자 결정 06진인1127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수용); 2008. 8. 

7.자 결정 08진인2763 [폭행등에 의한 인권침해](수용); 2009. 11. 3.자 결정 09진인2088 [교도

관의 폭언 및 폭행](불수용); 2010. 8. 20.자 결정 10진정80900 [교도관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

해](수용); 2013. 1. 9.자 결정 12진정757400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불수용); 2017. 11. 24.자 

결정 17진정624700 [교도관의 욕설 및 폭행](수용).

88) 2006. 6. 30.자 결정 05진인2712 [영치금 사용시 지문날인에 의한 인권침해](수용); 2007. 3. 

29.자 결정 06진인1286 [건강진단 미흡](수용); 2007. 5. 15.자 결정 07진인99 [건강진단 미흡]

(수용); 2008. 4. 7.자 결정 07진인3766/07진인4667(병합) [수용자 건강진단부 허위기재](수용); 

2008. 6. 16.자 결정 07진인2363 [의료조치 미흡 인권침해](수용); 2008. 10. 2.자 결정 08진인

478 [이송전 건강진단실시](수용); 2008. 10. 27.자 결정 07진인4745 [정보공개자료 교부절차개

선](수용); 2008. 10. 24.자 결정 07진인3493 [영치금관리 업무감독철저](수용); 2009. 2. 4.자 결

정 08진인2856 [수용자 개인정보 유출](수용); 2009. 6. 17.자 결정 09진인1095 [개인신상정보 

유출](수용); 2009. 11. 19.자 결정 09진인593 [경비교도 접견 참여](수용); 2010. 2. 1.자 결정 

04진인3782/07진인1039/07진인4745/08진인729(병합) [수용자 개인정보 유출 관련](수용); 

2012. 4. 24.자 결정 12진정47900 [영치금업무 관련 개인정보보호](수용); 2012. 5. 9.자 결정 

11진정0091200 [폭행사고 방지 조치](불수용); 2017. 1. 17.자 결정 16진정0981900 [교도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수용); 2018. 7. 13.자 결정 17진정0650900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일부수용); 2019. 6. 5.자 결정 19진정0116200 [HIV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수용).

8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조는 ‘감염인’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으로 정

의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는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현재는 약물치료를 통해 

HIV의 전염성을 차단할 수 있다. HIV 감염인을 HIV 보균자로 부르기도 한다. HIV 및 AIDS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홈페이지(http://www.kaids.or.kr/)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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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고, 해당 교도소장에게는 “피해자를 포함한 HIV 감염자들이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게 과도하게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과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90)

2. 법무부장관 청원 분석

가. 법무부장관 청원 현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은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1) 수용자 청원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위해 ｢수용

자 청원 처리지침｣(법무부예규 제1176호, 2017. 12. 29, 일부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 지침에 따라 처우에 불복하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자에게 제출하면 

그 근무자는 청원서를 업무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업무담당자는 지체 없이 청원서를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송부한다(지침 제3조). 청원서의 제출은 순회점검

공무원에게도 가능하다(지침 제4조). 여기에서는 여러 청원 경로 중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법무부장관 청원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2년간 법무부장관 청원 접수 현황([표 2-2-7])을 살펴보면, 한 해 700여 건의 

청원이 접수되고 있다. 직원 관련 청원이 총 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사･징벌 관련 

청원(177건)과 의료 처우 관련 청원(169건) 그리고 이송 관련 청원(140건)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징벌 관련 청원도 조사 및 징벌 절차를 진행하는 직원의 직무 수행에 

90) 2019. 6. 5.자 결정 19진정0116200 [HIV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수용).

9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청원)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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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만이 주를 이루고, 의료 처우 관련 청원의 경우에도 의료 조치 지연이나 미흡 

또는 외부 진료 불허와 같이 의료 관련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청원은 대체로 교정공무원의 직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2-7] 법부장관 청원 접수 현황(2017~2018년)

년도
직원

관련

부당

처우
이송

의료

처우

조사

징벌

독거

거실

가석

방

분류

부식

구매
작업

영치

금품
기타 계

2017 184 20 80 82 67 38 26 10 22 28 187 744

2018 184 13 60 87 110 45 20 15 14 27 197 772

계 368 33 140 169 177 83 46 25 36 55 384 1,516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인권･송무 담당자 워크숍 토의자료”(2019. 5. 9.), 6-7면.

접수된 청원의 처리 결과([표 2-2-8])를 살펴보면, 인용된 청원은 전무하고 기각 

비율을 17.9%로 나타났다. 한편 취하 비율이 55.5%로 절반 이상의 청원이 청원 제기자

에 의해 철회되었다.

[표 2-2-8] 법무부장관 청원 처리 결과(2017~2018년)

결정

내용

직원

관련

부당

처우
이송

의료

처우

조사

징벌

독거

거실

가석방

분류

부식

구매
작업

영치

금품
기타 계

각하 50 2 5 20 22 4 14 4 3 5 142 271

기각 72 12 75 35 38 30 17 8 16 10 73 386

취하 246 19 60 114 117 49 15 13 17 40 152 842

타과

이송
0 0 0 0 0 0 0 0 0 0 17 17

총계 368 33 140 169 177 83 46 25 36 55 384 1,516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인권･송무 담당자 워크숍 토의자료”(2019. 5. 9.), 6-7면.

유형별 취하 사유([표 2-2-9])를 살펴보면, 인용률이 영(零)이라고 해서 교정 당국이 

수용자가 청원을 통해 호소한 고충을 전혀 처리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왜냐하면 직원 관련 청원, 의료 처우 관련 청원, 조사･징벌 관련 청원의 경우 대부분 

해당 고충이 해소되거나 관계자의 설명을 들음으로써 청원이 취하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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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유형별 취하 사유(2017~2018년)

취하사유
직원

관련

부당

처우
이송

의료

처우

조사

징벌

독거

거실

가석방

분류

부식

구매
작업

영치

금품
기타 계

고충해소 125 12 23 57 46 25 1 7 8 24 61 389

청원제기

원인소멸
6 2 5 7 8 1 1 2 2 0 9 43

설명듣고

이해
73 4 23 38 42 18 13 1 5 11 59 287

기타 42 1 9 12 21 5 0 3 2 5 23 123

계 246 19 60 114 117 49 15 13 17 40 152 842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인권･송무 담당자 워크숍 토의자료”(2019. 5. 9.), 6-7면.

각하 및 기각 결정의 사유는 [표 2-2-10]과 같다. 각하된 청원은 대부분 처우에 

대한 불복이 아니었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 인권위 진정, 다른 구제절차가 진행되

거나 종결된 사안이었다. 기각된 청원은 대부분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거나 청원 제기

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이송 관련 

청원의 경우 대부분 이유 없음을 사유로 기각되었다. 반면에 직원 관련 청원이나 

조사･징벌 관련 청원의 경우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유무 확인이 어려워 기각된 

사안도 상당수였다.

[표 2-2-10] 유형별 세부 결정 사유(2017~2018년)

결정유형 사유

직

원

관

련

부

당

처

우

이

송

의

료

처

우

조

사

징

벌

독

거

거

실

가

석

방

분

류

부

식

구

매

작

업

영

치

금

품

기

타
계

각하

(제9조

제1항)

1호
처우에 대한 불복 

아님
20 0 1 6 7 5 12 1 3 3 129 187

2호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없음

1 0 0 0 0 0 0 0 0 0 0 1

4호

수사, 인권위 

진정, 다른 

구제절차 진행 

또는 종결

20 0 1 6 7 5 12 1 3 3 23 129

5호

익명이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

1 1 0 0 0 0 0 0 0 0 2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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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인권･송무 담당자 워크숍 토의자료”(2019. 5. 9.), 6-7면.

나. 주요 청원 유형 내용 분석

여기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두 가지 청원 유형인 직원 관련 청원과 의료 

처우 관련 처우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직원 관련 청원의 경우 교정공무원이 반말, 욕설, 폭언 등으로 수용자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주장(30.2%)이 가장 많았고, 교정공무원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17.7%)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직원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기각 결정 사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정공무원의 부적

절한 언행에 대한 주장은 증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결정유형 사유

직

원

관

련

부

당

처

우

이

송

의

료

처

우

조

사

징

벌

독

거

거

실

가

석

방

분

류

부

식

구

매

작

업

영

치

금

품

기

타
계

6호

법원, 헌법재판소 

판결에 반하는 

경우

0 0 0 0 0 0 0 0 0 0 1 1

7호

기각, 각하한 

청원에 대하여 

다시 청원한 경우

5 0 4 4 2 1 1 2 1 1 4 25

9호

명백히 권리구제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0 0 1 1 0 0 1 1 0 0 2 7

기각

(제10조

제1항)

1호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유무 확인이 

불가능

48 4 1 13 18 3 0 4 3 4 26 124

2호
객관적인 증거 

없음
15 0 0 3 1 0 0 0 1 0 3 23

3호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0 0 0 5 1 1 0 2 0 1 3 13

4호 이유 없음 47 11 75 27 33 29 17 5 14 8 58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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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1] 직원 관련 청원의 세부 내용

년도
직권

남용

직무

유기

폭행

･

협박

(강요)

인권침해

(반말, 욕설, 

폭언, 인격

모독 등)

부당한

처우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면담

거부
기타 계

2017 31 30 33 46 19 8 4 13 184

2018 6 15 32 65 16 17 12 21 184

계 37 45 65 111 35 25 16 34 368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인권･송무 담당자 워크숍 토의자료”(2019. 5. 9.), 6-7면.

의료 처우 관련 청원의 경우 적절한 의료 처우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49.1%)이 

가장 많았고, 자비 또는 예산으로 외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22.5%)과 

질환에 적합한 투약 요청(14.8%)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직원 관련 국가

인권위원회 권고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청원 취하 사유에서 의료 처우를 취하하

는 경우 대체로 고충이 해소되었거나 설명을 듣고 이해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는 점에서 의료 처우 관련 청원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2-12] 의료 처우 관련 청원의 세부 내용

년도
적절한

의료처우

자비부담

외부진료

예산으로

외부진료

질환에 맞는

투약

의료거실

요청
기타 계

2017 38 16 2 11 3 12 82

2018 45 13 7 14 4 4 87

계 83 29 9 25 7 16 169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인권･송무 담당자 워크숍 토의자료”(2019. 5. 9.), 6-7면.

3. 법무부 구금시설 실태조사 결과 분석

가. 법무부 구금시설 실태조사 현황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진정 등을 접수하여 

이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와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등을 담당

하고 있다.92)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93) 

92) 법무부 인권국은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5월 정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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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인권조사과는 동 규칙 제28조 

내지 제30조에 근거하여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인권침해 관련 정보수집과 예방활

동의 일환이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8조(계획 수립 및 시행)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의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 후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장･국장･본부장 및 구금･보호시설의 장에

게 시정 및 개선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 중에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지하여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시받은 법무부 내 관련 실장･국장･본부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보고서 작성 등) 인권국장은 해마다 실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분석하여 조사보고

서를 작성한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금･보호시설의 운영 

실태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 실태조사 근거 규정은 2011. 8. 4. 개정안에서 신설되었다. 특히,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28조에서는 

매년 실태조사 대상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94) 나아가 동 시행세칙 제29조 제2항은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순회 점검’, 

‘수용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 ‘업무 담당자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구금･보호시

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인권 업무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에 인권국이 신설되었다. 

인권국은 국가인권정책 수립,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고 있다.

93) 법무부령 제745호, 2011. 8. 4, 전부개정.

94) 한편,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규칙 시행세칙｣ 제28조 제2항에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

하는 등 긴급하게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시설(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에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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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인권보호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인권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는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구금시설에 대한 법무부 인권조사과의 실태조사 

개요는 [표 2-2-13]과 같다. 현재까지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 소속 검사 및 조사관 

등은 매해 15개소 안팎의 교도소･구치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는 청결･의료･냉난방･조명･물품지급과 같이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과 

관련된 요소들이 규정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매해 평가한다. 최근에는 폭언･가혹

행위 유무에 대한 조사도 중점 점검 항목에 추가되었다. 중점 점검 결과는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의 ‘물적 요소’에 대한 평가(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표 2-2-13] 2010~2018년도 교정시설 실태조사 개요

실태

조사

실시

연도

대상

기관
기간

실태

조사팀
중점점검 사항

설문인원(명)
면담인원

(명)
개선

권고
비고방문 

교정

시설

전체

방문

교정

시설

전체

2010 16개소 - - - 719 - - - -

･신설기관 및 화상조

사시스템 설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점검

2011 15개소

9개월

(2011.3

~11.)

8명

(검사1, 

조사관7)

･의료처우

･혹한기처우
948 2,030 81 146

3건

개선

권고

･진정건수 다수 시설, 

장기간 실태조사 미

실시 시설 위주 선정

2012 9개소

10개월

(2012.2.

~11.)

8명

(검사1, 

조사관7)

･의료처우

･혹한기처우
539 2,362 86 47

14건

개선

권고

･소망교도소 점검 최

초 실시

2013 11개소

9개월

(2013.4.

~12.)

10명

(검사1, 

조사관9)

･청결

･냉난방

･의료

･조명

･물품지급

1,335 2,371 251 542

29건

개선

권고

･장애인 수용시설, 사

건접수가 많고 화상

조사시스템이 설치

되지 않은 교정시설 

위주 선정

2014 15개소

9개월

(2014.3.

~11.)

12명

(검사1, 

사무관2, 

조사관9)

･청결

･냉난방

･의료

･조명

･물품지급

1,295 2,323 214 547

33건

개선

권고

･정신장애인 수용시

설, 최근 3년 내 점검

하지 않은 교정시설 

위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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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온나라 문서등록대장 상 �2016년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는 발간･배포된 기록이 없어 분석에 포

함시킬 수 없음을 알려둠.

출처: 법무부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발간한 각 전년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의 조사 개요 발

췌･정리.

나. 개선조치요구 사항 분석

법무부 인권국이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매해 발간하는 ｢법무부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의 ‘개선조치 요구’를 취합하여 내용별로 분류하였다

([표 2-2-14]).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용자의 개선조치 요구 사항은 매우 다양하다.

[표 2-2-14] 교정시설 개선조치 요구 현황(2010~2018년도 실태조사)

실태

조사

실시

연도

대상

기관
기간

실태

조사팀
중점점검 사항

설문인원(명)
면담인원

(명)
개선

권고
비고방문 

교정

시설

전체

방문

교정

시설

전체

2015 16개소

9개월

(2015.3.

~11.)

11명

(검사1, 

사무관2, 

조사관7, 

법무관1)

･청결

･냉난방

･의료

･조명

･물품지급

2,038 3,118 225 457

41건

개선

권고

･수용밀도가 높은 교

정시설, 최근 3년 내 

미점검시설 위주 선정

2017 13개소

10개월

(2017.2.

~11.)

12명

(검사1, 

사무관2, 

조사관7, 

법무관2)

･폭언･가혹행위 

유무

･징계절차 및 시

설관리(청결/냉

난방/조명/물품

지급)의 적정성

3,097 3,809 303 466

46건

개선

권고

･최근 5년간 실태조

사 결과 평가미흡기

관, 노후 교정시설, 

과밀수용시설, 최근 

3년 내 미점검 시설 

위주 선정

2018 14개소

10개월

(2018.2.

~11.)

11명

(검사1, 

사무관2, 

조사관7, 

법무관1)

･폭언･가혹행위 

유무

･징계절차 및 시

설관리(청결/냉

난방/조명/물품

지급)의 적정성

2,480 3,013 315 457

27건

개선

권고

･노후 교정시설, 과밀

수용시설, 최근 3년 

내 미점검 시설 위주 

선정

영역Ⅰ 영역Ⅱ 개선요구건수

수용 질서

【192건(11.9%)】

규율 55

징벌 50

보안 87

수용자 기본적 생활

【780건(48.5%)】

생활과 작업의 공간 231

의료 213

급식･의류 및 침대･침구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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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온나라 시스템 문서등록대장 상 �2016년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는 발간･배포된 기록이 없어 분

석에 포함시킬 수 없음을 알려둠.

주) 【 】의 비율은 전체 1,607건 중 각 영역별 개선요구사항이 차지하는 비율.

출처: 법무부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발간한 각 전년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의 검점대상 구

금시설별 개선조치요구 사항 정리.

8회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개선조치 요구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에 관한 개선조치 요구가 전체 개선조치 요구의 48.5%를 차지하였다. 그중에서도 

‘생활과 작업 공간’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가 총 231건(14.8%)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 

관련 개선조치 요구(213건, 13.3%)가 그 뒤를 이었다. ‘급식･의류 및 침대･침구’ 관련 

개선조치 요구(135건, 8.4%)와 ‘위생’ 관련 개선조치 요구(128건, 9.9%)도 단일 하위 

항목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개선조치 요구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용자들은 생활과 작업의 공간에 대해서 냉난방, 환기, 거실 내 청결, 단정

한 환경 조성, 감호실 개선, 화장실 개선 등 ‘기초적인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영역Ⅰ 영역Ⅱ 개선요구건수

위생 128

운동 43

오락 21

정신건강 9

수용자 처우

【131건(8.2%)】

이감/이송 41

교도작업 32

교육 22

수형자 분류 22

종교 12

기본원칙 2

수용자 권리보장과 권리구제

【262건(16.3%)】

권리 내용 130

법률구조 112

권리 구제 20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

【27건(1.7%)】

소수수용자

(여성, 성소수자, 외국인, 장애인)
27

교정시설 조직과 직원

【71건(6.7%)】

직원 71

교정시설 수용인원 53

기타

【91건(5.7%)】

기타 81

직원칭찬 6

피감호자수용 4

총계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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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용자들은 적정 수량의 물품 지급, 야간 거실 내 조도 조절을 통한 수면권 

보장, 운동 기회 확대, 온수 제공, 세탁실 개선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환경으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권리구제 영역에서의 개선조치 요구도 전체 개선조치 요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면접교통권과 같이 수용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보장 

문제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도 전체 개선조치 요구의 8.1%를 차지하였다. 또한 진정･

청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거나 가석방심사･재판 관련 문의 등 법률구조를 요청

하는 권리구제 요청도 전체 개선조치 요구의 7.0%를 차지하였다.

교정시설 조직 및 직원 영역에서는 직원 관련 불만(폭언, 폭력, 부당행위 등)이 

71건, 과밀수용에 대한 불만이 53건으로 나타났다. 수용 질서 영역에서는 검신이나 

보호장비 사용 등 보안 관련 개선조치 요구가 87건, 수용자 간 폭력이나 고참문화 

등 수용 규율과 관련된 개선조치 요구도 55건이었다. 이처럼 수용자 간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하다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정공무원뿐만 아니라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지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개선조치 요구 외에도 면담 과정에서 수용자가 직원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총 5건). 교정직원이 수용자들을 인격적이며 공정하게 대우하거나 수용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하였다.

제3절 | 행형 분야 인권실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1. 행형 분야 인권실태 관련 언론 보도 동향

한 기사에서는 구속노동자후원회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

가 교도소에서 신문 내용의 검열･삭제, 서신 발송 지연･불허, 재소자의 인격권을 침해

하는 알몸 검신 등의 악습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부활하였다는 고발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취재를 통해 한 재소자가 작성하여 제

출한 헌법소원 보정서가 29시간 늦게 발송되어 해당 헌법소원이 각하되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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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이 발송조차 되지 않았던 사례, 한 

재소자가 발 건강을 위해 신으려고 했던 ‘발가락 양말’을 위화감 조성이라는 이유로 

영치 받지 못하게 한 사례 등을 보도하였다.95) 이처럼 언론은 이슈만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덜 받지만 우리 사회에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

기도 한다. 행형 분야는 일반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행형은 재범의 예방

과 재소자의 사회복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국가적 과제

이며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쟁점들을 품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처럼 특정 정권 당시 교정기관의 인권 상황이 퇴보하였다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기사는 독자들에게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교정기관의 인권보호기능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언론

보도를 분석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있어서 교정기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통해서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서의 교정기관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의 대상은 2019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간 5대 주요 일간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기사 중에서 교도소･구치소 

및 수용자 인권 상황과 관련된 기사 111건을 분석하였다.96) 분석대상 기사를 확정하

기 위하여 우선 ‘교도소’, ‘구치소’, ‘인권’, ‘수용자’, ‘수형자’ 등의 단어가 제목에 포함

된 기사를 사용된 기사를 수집하고, 이 기사 중에서 법무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의 수감 사실에 관한 단순보도, 해외 교도소에서 벌어진 

탈옥이나 폭동 등에 관한 단순보도를 제외하였다.

111건의 기사의 핵심 내용을 교정처우의 각 영역별로 분류하면 [표 2-3-1]과 같다. 

교정시설 조직과 직원에 관한 기사가 전체 기사의 32.4%를 차지하였고, 면접교통권 

95) 길윤형, “‘인권 역주행’ 교도소도 예외는 없었다”, �한겨레� 2010. 6. 17.자 기사(http://www.hani.

co.kr/arti/society/rights/426201.html#csidx62ee98fde8c702a98107bcbb859a00f, 최종접속일 

2019. 11. 2.).

96) 분석 대상이 된 111건의 기사는 ‘부록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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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기사가 전체 기사의 12.6%로 그 뒤를 이었다. 교정시

설 조직과 직원에 관한 기사는 주로 교도소･구치소의 이전 및 신축과 관련된 지역사회

와의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는 교정기관과 

관련된 기사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이러한 동향의 배경에는 양심적 병

역거부와 관련된 규범적 상황이 급변하였고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이 

있다.

[표 2-3-1] 교도소･구치소 등 관련 기사 분석(5대 일간지, 2009.11.1. ~ 2019.10.31.)

영역Ⅰ 영역Ⅱ 기사 건수

수용질서

【10건(9.0%)】

보안 5

규율과 징벌 5

수용자 기본적 생활

【19건(17.1%)】

건강권(위생･의료･정신건강･운동 등) 10

생활과 작업의 공간 6 

급식과 의류 및 침대/침구 2

기본원칙 1

수형자 처우

【12건(10.8%)】

처우의 목적과 방식 1

교도작업 1

교육과 종교 및 신문/방송/도서 이용 7

석방의 준비 3

수용자 권리보장과 교정시설 감독

【14건(12.6%)】

권리내용(수용자의 지위, 가족･변호사 

등과의 접견교통권) 
14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

【3건(2.7%)】

미결수용자 1

소수수용자 2

교정 시설 조직과 직원

【36건(32.4%)】

교정시설 30 

직원 6 

기 타

【17건(15.3%)】

대체복무제 12

민영교도소 2

보호감호 2

수용자 인권 전반 1

총 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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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역별 내용 분석

가. 수용 질서

수용 질서, 즉 검신, 보호장비 사용, 규율과 징벌과 관련된 주요 기사를 살펴보자.

수용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에 대한 검신은 필요하지만 부적절한 방식으로 

실시될 경우 수용자의 인격권이 침해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서 여성 노역유치자의 검신 과정에서 속옷을 탈의한 채로 알몸 신체검사

를 시행하여 피해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9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르면, 수용자의 신체검사 시 

수용자가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계호업무

지침｣ 제54조도 수용자의 신체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목적을 사전에 설명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가운과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체적인 이유 없이 수용자에 대해 알몸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결정한 바 있다.98)

최근에는 교도관에 의한 가혹행위보다 수용자 간의 폭언･폭행･가혹행위가 수용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4년 발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군 교도소에 함께 있는 

병사들에게도 폭행과 가혹행위, 성희롱을 한 혐의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99)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군 교도소에 대해서 수용 질서 관리가 부실하

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용 질서 유지 실패와 같은 부정적 보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드론과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경비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소개

되기도 하였다. 드론은 교도소 상공을 비행하면서 수용자 이동을 관찰하고 시설을 

97) 이혜리, “서울구치소, 여성 수용자 강제로 속옷 벗겨 알몸 신체검사”, �경향신문� 2016. 5. 9.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92238015&code=94010

0#csidxe8210433592a218853c4d417b3644bf, 최종접속일 2019. 11. 2.).

98) 2007. 3. 12.자 결정 06진인2832 [알몸검신에 의한 인권침해](일부수용); 2014. 12. 22.자 결정 

14진정0158100 [출정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검사에 의한 인권침해](일부수용); 2015. 1. 

14.자 결정 14진정0600700 [신입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검사에 의한 인권침해](일부수용) 등.

99) 정성택, “윤일병 폭행치사 주범, 軍교도소서도 가혹행위”, �동아일보� 2015. 10. 12.자 기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51012/74114379/1, 최종접속일 201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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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할 뿐만 아니라, 교도소 안팎의 재난예방 활동과 유해 물품을 반입하려는 외부의 

드론을 차단하는 방어 활동도 한다.100) 또한 강원도 영월교도소의 ‘수형자 자치제’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수형자 자치제란, “재범 확률이 낮은 모범 … 수형자들은 자치회

를 만들어 임원 등을 선출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규약에 따라 생활하며 인원 점검이나 

야간 근무도 스스로” 하는 교도소 운영 방식을 말한다.101)

나.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과 관련해서는 혹서기 교도소 냉방 문제로 수용자 두 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역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6년 여름에 선풍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부산교도소 조사수용방에서 부채와 

하루 세 번 제공되는 2리터짜리 물만으로 더위를 버티던 수용자 두 명이 사망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는 증거 인멸이나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분리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도소 내에서는 징벌대상자는 

예외 없이 분리수용된다.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는 행형 관행상 과도하게 집행되는 

분리수용 문제를 지적하고, 사망 사고가 있었던 부산교도소에서는 징벌 집행 중 징벌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정한 행형법상 규정을 무시하고 조사수용방

에 수감된 수용자들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102) 또한 

기자는 매년 30명 안팎의 수용자가 사망한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교도소는 죗값을 

치르는 곳이지, 사람을 죽이는 곳은 아니어야 한다.ˮ고 기사를 마무리하였다.103)

한편 시설과 환경이 좋은 국내외 교도소의 사례도 종종 소개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노르웨이 교도소를 들 수 있다. 노르웨이 교정 당국은 “20% 수준인 재범률을 더 낮추

기 위해서 처벌보다는 교화에 방점을 찍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12㎡(약 4평)의 

100) 박광연, “내달부터 교도소 경비에 드론 띄워”, �경향신문� 2017. 6. 4.자 기사(http://news.

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042219005&code=940301#csidx31a

e4bb4e3934a1a5ab32207d69f727, 최종접속일 2019. 11. 2.).

101) 최창봉, “동아리와 자율이 있는 교도소”, �동아일보� 2011. 2. 7.자 기사(http://www.donga.com

/news/article/all/20110207/34617199/1, 최종접속일 2019. 11. 2.).

102) 오창익, “[오창익의 인권수첩]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 이건 아니다”, �경향신문� 2016. 8. 31.

자 칼럼(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312113005&code

=990100#csidxef185f1ddfdb35786fb4388ada0e3a9, 최종접속일 2019. 11. 2.).

103) 오창익,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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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내 별도의 욕실과 TV, 소형 냉장고 등이 갖추고 창살을 두꺼운 유리로 대체하였

다.104) 특히, 이 기사에서는 “수감 기간 동안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처벌이 되는데 굳이 수감자에게 가혹한 환경을 만들 필요까지 없지 않겠느냐?”105)는 

노르웨이 교정 당국 한 관계자의 반문은 행형의 목적과 방식에 대해 상당한 함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교적 최근인 2011년에 지어진 남부

교도소와 1963년에 지어진 국내 최고(最古) 교도소인 안양교도소를 비교하는 기사가 

있었다.106) 남부교도소의 경우 최신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온돌식 난방이 

되고 화장실, 책상 텔레비전이 있는 4.61㎡(1.4평) 크기의 독거실과 4명 정도 생활하는 

12.01㎡ 크기의 혼거실을 갖추고 있었다. 반면에 안양교도소의 경우 거실의 바닥 난방

이 되지 않고, 24.46㎡짜리 혼거실에서는 5~9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법무부장관 청원에 대한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용자들은 의료 및 건강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기사에서도 수용자들에 대한 

의료 처우와 관련된 기사가 상당수 있었다. 의료 조치가 미흡하여 수용자가 사망하는 

사고에 대한 보도는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수용

자가 B형 간염 진단을 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가 제공되지 않아 해당 

수용자가 간암 말기에 이르러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던 사건은 대표적인 

의료조치 미흡 사례라고 할 수 있다.107)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관련 교도소 의료과장에 대한 주의 

조치와 직무 교육을 권고했지만,108) 법무부와 해당 교도소 측은 권고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다.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2명이 잇따라 자살한 사건으로 수용자

의 정신 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도되었다.109)

104) 이정애,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노르웨이 교도소”, �한겨레� 2011. 7. 28.자 기사(http:/

/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489503.html#csidx3cd476697cd9a59be8f4a7be

851c5fd, 최종접속일 2019. 11. 2.).

105) 이정애, 앞의 기사.

106) 정희완, “‘원룸 뺨치는 교도소’ 다 이렇진 않아요”, �경향신문� 2014. 10. 26.자 기사(http://news.

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262200195&code=940301#csidx204

538710e20d98a49be126b348e762, 최종접속일 2019. 11. 2.).

107) 김여란, ““B형 간염 정밀검사 필요한 수감자 방치해 간암 사망” 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법무부･

교도소 ‘거부’”, �경향신문� 2014. 6. 3.자 기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

ew.html?artid=201406032117245&code=940202#csidxf9cb6aace0d685fa325f739d6f02bb5, 

최종접속일 2019. 11. 2.).

108) 2014. 3. 10.자 결정 13진정165900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불수용).



 제2장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를 위한 쟁점 분석 77

물론 수용자의 의료 처우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기사도 있었다. 최근 법무부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110)를 받아 들여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보건 

인력을 확충하고 여성과 중증질환자 등 취약 수용자를 위한 건강서비스 지원을 강화

하기로 했다.111)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시행한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를 

보면, 몸이 아픈 경험이 있는 수용자의 37.4%가 “의무과 진료 방문이 어렵다”고 답했

고, 야간･공휴일에 몸이 아파 의료진 면담을 신청한 수용자 중 68.2%는 면담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12)

다. 수형자 처우

교도작업과 교육 관련 처우에 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기사가 많았다. 예를 들어, 

면도기 제조사인 한 중소기업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수형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로서의 교도작업의 의의를 알리는 기사가 있었다.113) 또한 30여 

년간 수형자들이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수차례 수상한 사례,114) 중범죄로 복역 

중인 수형자들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과 수석으로 졸업한 사례115) 등은 교육･훈

련의 좋은 예로 소개되었다. 한편 소년원･교도소에서 인문학 교육을 통한 교정･교화

를 시도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116) 반면, 교도소 도서관 실태에 대한 

109) 이정구,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 이틀 간격 목숨 끊어”, �조선일보� 2019. 4. 20.자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0/2019042000191.html?utm_source

=urlcopy&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 최종접속일 2019. 11. 2.).

110) 2018. 8. 22.자 결정 2016년 건강권 실태조사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처우 제공](수용).

111) 권지담, “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해 “교도소 수용자 의료서비스 개선””, �한겨레� 2019. 9. 

16.자 기사(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9651.html#csidx25ae9924

665566197920a03933eb9ee, 최종접속일 2019. 11. 2.).

112) 권지담, 앞의 기사.

113) 강유현, “[Narrative Report]‘Made in 교도소’ 면도기… 중소기업과 재소자들의 ‘특별한 동행’”, 

�동아일보� 2012. 12. 25.자 기사(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21214/51584

075/1, 최종접속일 2019. 11. 2.).

114) 정유미, “32년 단골 출전자, 딸과 金 경쟁…대전교도소 무기수 등 8명 도전”, �경향신문� 201

1. 4. 22.자 기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222137

005&code=100203#csidx73dfee6b83fb965b79e7da53ea06577, 최종접속일 2019. 11. 2.).

115) 조건희･김태웅, “세월도 절망도 못 막은 학구열 … 교도소서 딴 수석졸업장”, �동아일보� 2012. 

2. 21.자 기사(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221/44200535/1, 최종접속일 2

019. 11. 2.).

116) 진명선, “소년원･교도소서 인문학 교육”, �한겨레� 2016. 5. 18.자 기사(http://www.hani.co.kr

/arti/society/schooling/744447.html#csidx6dd2861e1d2ad9c805f46ee19c32c60, 최종접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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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평가도 보도된 바 있다. 국제연합(UN)이 정한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40조는 “모든 수용시설은 모든 범주의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구비하여 수용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6조에서

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의 지식 함양 및 교양 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외 규범이 무색하

게 국내 50개 교도소 도서관 중 42개 도서관에는 자료구입비가 전무하고, 전문 사서는 

전국 교도소에 단 한 명도 없다.117)

사회복귀를 앞둔 가석방 출소자를 위한 ‘중간처우시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었

다. 2013년 문을 연 국내 최초 중간처우시설인 ‘밀양희망센터’는 밀양시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서 재소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이 시설을 소개한 기사

에 따르면, 밀양희망센터에서 생활하게 되는 대상자는 3~6개월 내로 가석방될 가능성

이 있는 수형자들이고, 이들은 주간에는 제조업체에 출근해 근무하고 야간에는 교도

관 2명이 상주하는 센터에서 취업교육, 인성교육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귀 프로그램 

교육 등을 받는다고 한다.118) 

라.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에 대한 감독

수용자의 권리 중에서는 외부와의 교통에 관한 권리, 즉 서신의 발신･수신, 가족 

등과의 접견 등에 관한 기사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서신 검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제3호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서신 검열의 사유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2019. 11. 2.).

117) 백원근, “교정해야 할 교도소도서관 실태”, �한겨레� 2017. 11. 2.자 칼럼(http://www.hani.co.

kr/arti/culture/book/817258.html#csidxbdaaa447a22eb8fa02446fc98884bb7, 최종접속일 2

019. 11. 2.).

118) 이효상, “가석방 앞둔 모범수 ‘충격 완화’ 교도소 밖에 첫 ‘중간처우시설’”, �경향신문� 2013. 8. 

19.자 기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82213585&

code=940301#csidx962f8a4a75ad952ba855b4c098b31e7, 최종접속일 2019. 11. 2.). 참고로, 

“출소가 임박한 수형자들의 취업 등을 돕기 위해 마련하는 중간처우시설은 영미권에서는 195

0년대부터 설립됐다. 미국에는 석방 3~4개월 전 수형자들이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수용시설에서 지내는 ‘하프웨이 하우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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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형사법

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신 검열이 수형자의 표현･통신비밀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

해왔다. 그러나 최근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형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최근 3년간 전국 53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총 4만 2899건, 즉 하루에 39건 꼴로 

서신 검열이 이뤄졌다고 한다.119)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서신의 발송이 

불허된 경우가 787건(1.83%)이었고, 최근 3년간의 모든 서신 검열의 82%(3만 5361건)

가 이루어진 서울구치소에서는 서신 발송이 불허된 경우는 29건(0.08%)뿐이었다.120)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수형자가 언론사 기자에서 서신을 발송하려는 것을 불허한 

사례에 대해서 해당 불허 결정이 수형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

였다.121) 그러나 기사는 당사자 수형자가 해당 불허 결정에 대해서 제기한 손해배상소

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언론사 투고로 인해 수용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비공개성 정보

가 전파되기 쉽고 수용 질서 유지에 해를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122)

마.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

헌법재판소가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를 금지하는 구치소장의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보도한 기사가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당사자였

던 이모씨가 미결수 신분으로 있던 대구구치소에서는 종교행사 참석이 금지되었지만 

기결수 신분으로 있었던 대구교도소에서는 종교행사 참석이 허락되었다.123) 해당 기

119) 이혜리, “9% 이상은 문제없었는데…서울구치소 ‘무차별 서신 검열’”, �경향신문� 2019. 10. 14.

자 기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40600015&cod

e=940100#csidx44d0b118d551df4a9b807c9e4491c03 , 최종접속일 2019. 11. 2.).

120) 이혜리, 앞의 기사.

121) 2018. 10. 8.자 결정 18진정0214100 [부당한 서신 검열](일부수용).

122) 이혜리, 앞의 기사.

123) 이범준, “미결수 종교행사 금지 구치소장 행위는 위헌”, �경향신문� 2012. 1. 3.자 기사(http://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032148445&code=940301#csid

x537e1dbd22b15859c88160739886d7e, 최종접속일 201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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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소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

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은 기본권 제한이 기결수보다 약해야” 

하는데도 “미결수가 공범과 연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등 이유로 (종교행사 참석을) 

막은 것은 기본권을 거꾸로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고, “종교는 구속자에게 심적 위안

을 주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증오를 극복할 해결책을 주는 순기능이 있어 오히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124)

한 기사에서는 최근 수용자 관리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의 

증가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정신질환 수용

자가 2012년 2,607명에서 2018년 4,148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법무부 통계와 

흉악 범죄(살인･강도･방화･성폭력)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2014년 731명에서 2017

년 937명으로 늘었다는 대검찰청 통계를 소개하고, 교도소 내 정신질환 수용자들이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거나 증세가 더욱 악화된다는 점을 들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125) 하지만 과밀수용 

상태인 현재 교도소 사정상 모든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가 독거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

록 할 수 없고, 행형법상 이송 가능한 공주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도 정신과 

전문의가 없어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의 이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126) 더욱

이 정신질환자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해결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127)

바. 교정 시설과 직원

1) 과밀수용과 교도소 이전 문제

교정 시설과 관련된 가장 큰 쟁점은 과밀수용 문제이다. 과밀수용은 교도소 내 

교정･교화를 저해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128)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124) 헌법재판소 2014. 6. 26. 2012헌마782 결정.

125) 김민상･이은지･남궁민, “전국 교도소에 조현병 400명…“집단생활 중 구타당하거나 증세 악화””, 

�중앙일보� 2019. 4. 24.자 기사(https://news.joins.com/article/23449038, 최종접속일 2019. 

11. 2.).

126) 김민상･이은지･남궁민, 앞의 기사.

127) 김민상･이은지･남궁민, 앞의 기사.

128) 오창익, “[오창익의 인권수첩]교도소는 만원이다”, �경향신문� 2017. 3. 9.자 칼럼(htt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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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직접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은 새 교도소를 신축하고 현재 있는 교도소를 증축하

는 것이다. 교도소 증축 문제는 대체로 증축 예산과 관련되어 있어서 법무부 내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반면에 교도소의 신축 문제는 교도소 부지 선정 단계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야기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교도소의 신축(이전을 포함) 

문제는 법무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밀수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사들도 대체로 교도소･구치소를 이전 또는 신축하려는 부지가 소재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소개하고 이러한 갈등 해소가 소원하다고 평가한다.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지역사회와의 갈등의 대표적인 예로는 10년 이상 답보 상태였던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를 들 수 있다.129) 또한 지자체에서 구치소가 포함된 법조타운을 유치하는 

데 반대하기 위해 학부모 모임과 시민단체가 나서서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는 경남 

거창군의 사례도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을 잘 보여준다.130) 한편 

청송 군민들은 이른바 흉악범들이 주로 수감되는 교도소로 알려진 ‘청송교도소’라는 

명칭이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교도소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청송 

제1･2･3교도소는 경북북부 제1･2･3교도소, 청송 직업훈련교도소는 경북 직업훈련교

도소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다.131)

교도소･구치소와 소재지 지역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나 교도소･구치소 

이전 성공 사례에 대한 기사도 눈에 띈다. 2010년 안양시장은 상생발전을 위해 교도소 

이전으로 안양시에 발생하는 이익금 중 500억을 교도소를 이전하는 도시에 제공하겠

다고 밝혔다.132) 당시 기획재정부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안양교도소(41만2500㎡)

를 의왕시 왕곡동 쪽으로 이전하고 94만㎡에 걸쳐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서울소년

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92113005&code=990100#csidx153

84530a29cb1b92926372d70c9650 , 최종접속일 2019. 11. 2.).

129) 김기성, “안양교도소 이전 갈등 10년만에 ‘재점화’”, �한겨레� 2011. 3. 29.자 기사(http://www.

hani.co.kr/arti/society/area/470372.html#csidxf036935bb53b7f090d1aaee6bbb7a22, 최종

접속일 2019. 11. 2.).

130) 강정훈, ““구치소 포함된 법조타운 유치 반대”… 거창주민, 자녀 1282명 등교 안시켜”, �동아

일보� 2014. 10. 7.자 기사(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41007/66990873/1, 

최종접속일 2019. 11. 2.).

131) 유성열, “‘청송교도소’ 명칭 끝 “지역 이미지 훼손” 수용”, �동아일보� 2010. 8. 4.자 기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00804/30299784/1, 최종접속일 2019. 11. 2.).

132) 김기성, “이필운 안양시장 “교도소 이전 도시에 상생발전 위해 500억””, �한겨레� 2016. 7. 

13.자 기사(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52154.html#csidx5ac82fce55446e49b

6d29c5466573c5, 최종접속일 201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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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원 등 4개 교정시설을 한데 묶은 (가칭) 경기남부 법무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가 의왕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운

동을 벌이는 등 반발이 거세진 상태였다.133)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내 서울동

부구치소 신축 사례를 들어, 법조타운 건설은 교도소･구치소에 대한 님비(NIMBY)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보도도 있었다.134) 한편 교도소･구치소 유치를 

환영한 지자체에 관한 보도들도 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외관상 교정시설이라는 느낌

이 들지 않도록 설계･신축한 밀양구치소,135) 폐광 이후 쇠락하고 있는 강원도 태백시

가 도시의 경기 부양책으로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결성한 시민준비위원회136) 등이 

그 예이다.

교도소･구치소 이전 문제보다 과밀수용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둔 기사들도 있다. 

우선 최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구치소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피해를 인정하

여 국가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137) 해당 기사에는 부산구치소의 비좁은 

혼거실(8.64㎡)에서 5~6명이 함께 24시간 생활해야 하는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재판부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좁으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며, “교정시설 신축에 드는 국가 예산, 교정시설 신축 터 선정 어려움, 미결 수용자의 

특수성 등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과밀수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138) 2018년에는 부산구치소 여성 수용률이 185%인 상황에 대해서 국가인권위

원회는 과밀수용 개선을 권고하기도 하였다.139)

133) 김기성, 앞의 기사.

134) 허동준, “‘님비’ 극복 대안은 법조타운… 법원-검찰청-구치소 묶어 건설”, �동아일보� 2017. 

10. 8.자 기사(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71008/86651629/1, 최종접속일 

2019. 11. 2.).

135) 김윤기, “[경향마당]밀양구치소, 밀양 시민 속으로 가다”, �경향신문� 2013. 10. 28.자 칼럼(http: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282138555&code=990402#cs

idxb376486a72c59189e2c7ba2803391a6, 최종접속일 2019. 11. 2.).

136) 박진호, ““교도소 우리동네에 지어주소” 태백･남원･청송 유치전 왜”, �중앙일보� 2019. 3. 5.자 

기사(https://news.joins.com/article/23401578, 최종접속일 2019. 11. 2.).

137) 김광수, ““칼잠 자는 구치소 너무 힘들다” 국가 첫 배상 판결”, �한겨레� 2017. 8. 31.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9164.html#csidx23f0c70d8db113fbc38ceb8819

6f657, 최종접속일 2019. 11. 2.).

138) 김광수, 앞의 기사.

139) 선담은, “부산구치소 여성 수용률 185%…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 권고”, �한겨레�

2018. 12. 17.자 기사(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4684.html#c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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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정직원 직무 수행

교정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폭언, 폭행, 가혹행위 등을 하는 사건은 과거나 

지금이나 심심치 않게 일간지 지면을 채우곤 한다. 예를 들어, 한 수형자가 수갑이 

채워진 채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의 진정을 제기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가 조사를 실시하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경우도 있었다.140) 또한 한 외국인 수형자가 교도관으로부

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였다가 해당 교도관이 

사과하자 진정을 취하한 후 다른 교도관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141)

교정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교정공무원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의해서만 수용

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한 지식과 인권의식의 부족으로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HIV 감염 수용자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문제되어 크게 보도된 바 있다.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HIV 감염 

수용자 2명이 개인 병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차별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대구교도소에서

는 해당 수용자 2명을 같은 거실에 수용하고 거실 문 앞에 ‘특이 환자’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고, 교도관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해당 수용자를 ‘특이 환자’라고 부르

고, 다른 수용자들의 운동 공간과 분리된 장소에서만 운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수용자들이 해당 수용자가 HIV 감염인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42) 

법무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1조 제3항은 “감염자 및 감염의심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문서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수용자들이 이미 교도소 측의 행태를 문제 삼아 처우 개선과 이감 조치를 법무부

x7a6bab7bf0b28b697ae6b8db56160f8, 최종접속일 2019. 11. 2.).

140) 김향미, “구치소 교감이 수감자 수갑 채운 뒤 폭행”, �경향신문� 2011. 12. 30.자 기사(http://n

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300305005&code=940202#csidx

31c4c5e68f1496c8fa4d7b0e04f632e, 최종접속일 2019. 11. 2.).

141) 김지훈, “대전교도소 교도관 재소자 성추행 논란”, �한겨레� 2011. 9. 9.자 기사(http://www.

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5764.html#csidx99bdaae3aea867184eea54bf616

b9d7, 최종접속일 2019. 11. 2.).

142) 한성희, “교도소 운동장에 선 긋고 “HIV 감염자 따로 운동””, �동아일보� 2019. 7. 18.자 기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8/96530940/1, 최종접속일 201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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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교정본부에 요청하였지만 현장 조사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

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 측이 불필요한 우려로 HIV 감염자를 차별해 격리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

고, 법무부를 통해 각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

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143)

이와 같은 사건이 보도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결정이 이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HIV 감염 수용자 3명의 사연이 보도되었다.144) 서울구치소

는 이들이 입감하자 법무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1조 제2항이 허용하는 대로 

이들을 독거실에 분리 수용하였고, 추가적으로 전염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이들에

게 손톱깎이를 개별 지급하고 이들의 방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따로 분리수거하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수감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고, “에이즈 환자와 한 공간을 

쓸 수 없다”는 수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구치소 측은 HIV 감염 수용자 3명을 의료

수용동으로 이감했다. 그러나 법무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1조 제2항은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환자에 대하여 분리 수용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

고 있을 뿐 HIV 감염인에 대하여 분리 수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사. 기타 쟁점

기타 쟁점으로는 대체복무제도, 민영교도소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규범적 상황이 급변하였고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상황에서 중요한 기사감

이 되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

는 입법 개선을 권고하면서 2019년 12월 31일로 해당 조항의 계속 적용 시한을 정하였

다. 또한 대법원은 살상과 관련된 일체의 훈련을 거부하는 종교적 신앙이나 평화주의

적 신념이 ｢병역법｣ 제81조 제1항의 입영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에 포함된다고 

143) 2019. 6. 5.자 결정 19진정0116200 [HIV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수용).

144) 이정구, “에이즈와 다른데… HIV 보균자 입감에 난리난 서울구치소”, �조선일보� 2019. 8. 7.자 

기사(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7/2019080700175.html?utm_so

urce=urlcopy&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 최종접속일 201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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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하던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고 

무죄 취지의 전원합의체판결을 내렸다. 대체복무제와 관련된 기사는 대체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대체복무를 하는 정부의 대체복무제도 시행 

방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시한 ‘비징벌적･합리적･비군사적’ 대체복무제도 기준

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소개하고 해외의 대체복무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145) 이러한 논의와 별개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에서 교정공무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부의 대체

복무제도 시행 방안은 경비교도대가 폐지된 이후 새롭게 외부 인력을 교정 인력으로 

편입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다소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영교도소에 관한 기사에는 민영교도소가 수형자 인권 보장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수용 질서 유지가 어려워 민영교도소를 폐지한 해외 사례 

소개도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영교도소인 희망교도소를 소개한 기사는 희망

교도소의 시설과 환경이 일반 교도소에 비해 더욱 인권 친화적이라는 점이 부각되었

다.146) 또한 이 기사에서는 민영교도소가 국가기관인 교정시설이 시도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피해자･가해자 화해프로그램, 자원봉사자에 의한 멘토

링 프로그램, 아버지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차별성이 강조되었다.147)

반면에 미국 아이다호 주의 교도소 민영화 정책 철회를 보고한 기사에서는 민영교

도소에서 수용자 간의 폭력이 증가하여 결국 수용 질서가 무너진 사례가 소개되었

다.148) 해당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여러 주에서 교도소 운영을 민영화

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가 수용 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생겨 철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145) 김민경･임재우, “교도소서 36개월? 정부 대체복무안에 ‘징벌적 성격’ 논란”, �한겨레� 2018. 

10. 31.자 기사(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8172.html#csidx9b5b

193f31669f1816c6acb2d6d3f0c, 최종접속일 2019. 11. 2.).

146) 조현, “민영교도소 ‘인권’을 심다”, �한겨레� 2010. 12. 2.자 기사(http://well.hani.co.kr/?act=

dispMediaContent&mid=media&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B%AF%B

C%EC%98%81%EA%B5%90%EB%8F%84%EC%86%8C&document_srl=7393, 최종접속일 2019. 

11. 2.).

147) 조현, 앞의 기사.

148) 손제민, “교도소까지 민영화한 미 아이다호주, 교도관 줄여 폭력 늘자 “민영화 철회””, �경향신문�

2014. 1. 5.자 기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0521

15595&code=970201#csidx68920fd89c9c6fba1f9dcd2b83fc523, 최종접속일 201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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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된 교도소 내에서 수용 질서가 문란해진 원인은 관리인력 축소에 따른 교도소 

내 폭력 사건 증가이고, 이러한 폭력 사건의 증가는 주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이어져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이다호 주뿐만 아니라 미시간 

주도 민영교도소 계획을 백지화했고, 오클라호마 주 교정국장은 교도소 민영화 확대

에 반대하다가 사임하기도 하였다.

제4절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관련 선행연구 동향 분석

1. 행형기관의 인권보장 기능에 관한 학술적 논의 동향 분석

가.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학술적 논의 동향 분석

이 절에서는 행형기관에서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학술적 논의(2001~2019년)의 내

용을 분석하고 유형화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행형기관의 역할에 

대한 학계의 요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교정, 구금, 인권, 행형, 수용자, 수형자’를 검색어

로 활용하여 1차 논문 목록을 만들고, 내용상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논문을 제외하여 총 289편의 논문을 추렸다. 이 분석대상 논문들을 교정

처우 관련 주제 영역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2-4-1]과 같다.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주제 영역은 ‘수형자 처우’로 전체 분석대상 논문의 

20.4%(59편)를 차지하였고, ‘교정시설과 직원’에 관한 연구(19.7%, 54편)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에 관한 연구도 전체 분석대상 논문의 

15.6%(45편)를 차지하여 해당 분야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유형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수용 질서’에 

관한 연구는 13편으로 관련 연구가 적었으며 군 구금시설에 관한 연구도 영창에 관한 

연구 4편을 포함하여 13편으로 관련 연구가 적은 편이었다. 한편 이론적 주제를 다루

고 있는 35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행형론, 교정사(矯正史), 인권이론, 회복적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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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교도관 관계, 교정 관련 연구 동향에 관한 메타 분석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주요 내용을 기준으로 289편의 논문을 분류한 결과를 살펴보면, ‘민영교도소’에 

관한 연구가 16편으로 가장 많았고, ‘처우의 효과 분석’ 연구가 15편으로 그 뒤를 

따랐다. 교정기관 내 ‘의료 인프라 및 의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와 수용자의 ‘정신건강’

에 관한 연구는 각각 11편이었고, ‘고령수용자’와 ‘여성수용자’에 관한 연구가 각각 

10편이었다. 교정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직무환경’에 관한 연구와 행형론 연구는 각

각 9편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법무장관 청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수용자의 지위, 

외부와의 교통에 관한 권리 등 ‘권리 내용’에 관한 연구는 14편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반면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법무장관 청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생활과 작업 공간’에 관한 문제는 관련 연구가 1편밖에 없었고, ‘보호장비’

와 관련된 문제도 관련 연구가 4편으로 매우 적었다.

[표 2-4-1] 행형 및 수용자 인권 관련 학술논문 분류표(2001~2019년 등재･등재후보지 게재논문)

주제 영역 주요 내용 논문편수

수용 질서

【13편(4.5%)】

규율과 징벌 ⦁규율, 징벌제도 9

보안 ⦁보호장비 4

수용자 기본적 

생활

【24편(8.3%)】

생활과 작업의 공간 ⦁거실의 유형 1

건강권 보장

(위생･의료･정신건강 등)

⦁의료 인프라 및 의사의 역할(11편)

⦁정신건강(11편)

⦁운동과 오락 등

23

수형자 처우

【59편(20.4%)】

교도작업 ⦁교도작업의 운영방식 및 내용 4 

교육과 종교 및 

신문/방송/도서 이용
⦁종교, 교육, 도서실의 설치 13 

석방의 준비 ⦁가족 등과의 관계,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10 

처우의 목적과 방식
⦁개별처우, 과학기술, 국제기준, 수형자분류 등

⦁처우의 효과 분석(15편)
32 

수용자의 

권리보장

【21편(7.3%)】

권리 내용 ⦁수용자의 지위, 외부와의 교통에 관한 권리 14 

권리 구제 ⦁청원과 불복, 법률가의 조력 등 7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

【45편(15.6%)】

미결수용자 6

고령수용자 10

소년수용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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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역별 내용 분석

1) 수용 질서

가) 규율과 징벌

교정시설 내 규율 관련 연구 중에서는 동성 사이의 성폭력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 내 동성간 성범죄 보도를 살펴보면서, 교정시설 내 동성간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149)

교정시설에서의 징벌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인권침해 주장도 꾸준히 제기

149) 오봉욱, “교정시설 수용자간의 성범죄 예방 및 교정복지적 방안”, 『교정복지연구』 제34호

(2014), 109-131면.

주제 영역 주요 내용 논문편수

여성수용자 10

외국인수용자 4

정신장애 및 장애수용자 6

성소수자수용자 2

교정시설 조직과 

직원

【54편(18.7%)】

교정시설 ⦁교정시설 건축･이전･안전･수용인원 12

직원 및 조직 ⦁직무교육(9편)･직무환경(9편)･조직 등 22

시민참여 4

민영교도소 16

법령 및 

제도･정책

【25편(8.7%)】

행형법 ⦁해외사례, 행형법 개정 등 13

행형제도 ⦁해외사례 7

행형에 대한 사법 통제 ⦁행형법원 2

기타 ⦁인권증진방안, 행형발전방안, 교정복지 등 3

군구금시설

【13편(4.5%)】

군수용자 기본적 생활 및 

처우

⦁정신건강, 처우의 목적과 방식, 접견교통권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의 지위
9 

영창 4

이론

【35편(12.1%)】

교정사 6

인권 6

행형론 9

회복적 사법 5

기타 ⦁교정환경, 수형자-교도관 관계, 연구동향 등 9

총 계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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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 징벌제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한 한 연구에서는, 징벌 전 조사절차의 명확성 확보, 징벌 요구권자와 징벌 의결권

자의 분리, 징벌에 대한 재심절차 마련, 징벌 전 상담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150) 

징벌현황과 제도를 통해 징벌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마련, 외부위원의 징벌위원회 위원장 단임, 징벌처분의 다변화, 징벌대상자

에 대한 반성과 회오의 기회 제공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하였다.151) 수용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징벌수단 활용, 교도관의 개입을 통한 새로운 징벌모델 제안 등을 제시한 

연구152)는 단순히 제도의 개선을 넘어서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세부 해결

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나) 보안

｢형집행법｣은 시설 내 집단생활을 함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강제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권 행사 관련 규정에 대한 연구

에 따르면, ｢형집행법｣상 강제권 행사 규정에서의 소지금지 물품 규정은 불명확하고,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규정도 명확하지 않으며, 징벌규정도 다소 추상적인 것이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지금지 

물품 규정과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규정을 신설하고, 징벌절차도 개선할 것을 제안

한다.153)

최근의 연구는 수용자 계호에 있어서 드론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즉 이 연구에서

는 감시와 복지 두가지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드론교도관을 통한 계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면서, 드론교도관 도입시 드론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책임 부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드론디펜스를 통한 드론교도관 

추락 대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54)

150) 정승환,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징벌제도의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2호(2011), 

89-130면. 

151) 김옥기･송문호, “수용자 징벌제도의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63호(2014), 205-230면.

152) 정유철･이윤호, “징벌제도의 실무적 고찰”, 『교정연구』 제26권 제3호(2016), 235-253면.

153) 박영규,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50호(2011), 7-31면.

154) 이동임･천정환, “교정시설 내 드론교도관 도입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27권 제3호(2017), 

65-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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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가) 생활과 작업의 공간

수형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교정시설에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재범율 상승으로 인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직업훈련을 살펴본 연구155)에서는 프로그램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훈련 수료자들을 지역 기업 등에 취업지원 확대, 직업훈련 

담당 인원의 증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직업훈련 전담 기관 설립 및 직업훈련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나) 건강권 보장

수형자에게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보건권(건강권)이 있으며, ｢형집행법｣에서 치

료받을 권리가 구체화 되어 있다.156) 기존 연구에서는 수형자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의사의 정원 미충족, 전문의 부족, 중증질환 수용자의 증가,157) 접근성 보장, 진료거

부, 의료기기 부족158) 등의 문제가 있다고 분석한다. 수형자에 대한 의료의 질을 높이

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것은 의료 인프라 수준의 명문화,159) 치료중점교도소에 

상임 전문의 배치160) 등이며, 특히 중증질환 수용자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처우도 규정으로 두어야 한다고 본다.161) 아울러 형집행정지제도를 

활용하여 수용자를 외부에서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162)163) 질환이 악화되어 임종을 앞둔 수용자에 대한 처우로는 임종 호스피스를 제공

하고 지역의료사회체계와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었다.164) 기타로는 각

155) 서주연, “교정시설 내 수형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재조명”, 『교정연구』 제54호(2012), 

185-207면.

156) 이석배, “수형자의 치료받을 권리, 의사의 진단과 형집행정지”, 『의료법학』 제14권 제2호

(2013), 92-93면.

157) 허경미, “교정시설 중증질환 수용자의 인권적 의료처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제1호

(2018), 279-281면.

158) 이석배, “수형자의 치료받을 권리, 의사의 진단과 형집행정지”, 97-99면.

159) 허경미, “교정시설 중증질환 수용자의 인권적 의료처우”, 294면.

160) 이석배, “수형자의 치료받을 권리, 의사의 진단과 형집행정지”, 103-106면.

161) 허경미, “교정시설 중증질환 수용자의 인권적 의료처우”, 291-292면.

162) 허경미, “교정시설 중증질환 수용자의 인권적 의료처우”, 293면.

163) 이석배, “수형자의 치료받을 권리, 의사의 진단과 형집행정지”, 103-106면.

164) 허경미, “교정시설 중증질환 수용자의 인권적 의료처우”, 2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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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중증질환자 및 중점치료가 필요한 수용자의 진료를 전담하는 시설로 교정병원을 

신설하자는 주장165)도 있었다.

3) 수용자 처우

가) 교도작업

교도작업에 대한 연구166)에서는 수형자가 하는 노동이 처벌, 의무, 범죄자 개선으로

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167) 그러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 이 연구는 수형자가 생산

한 물품이 시장에 유통되면 기업에 압박이 될 수 있으므로, 시장경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통되어야 하며, 수형자가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은 전부 

국고로 귀속되고 단지 작업장려금만 지급되는데, 작업에 따른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168) 이 연구에서는 수형자의 작업부과가 사회복귀를 촉진

하는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전담교도소 설치나 민간과의 협력, 통근제 활용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169)

나) 수용자 교육과 종교, 매체 이용

교정교육은 수용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재범율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교정에 대한 연구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1년부터 2019년 사이에도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소개하고자 한다.

교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분석 연구170)에서는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프

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학과교육은 일반학과교육과 방송통신고등학

교교육, 전문대학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사 부족, 공인학력 

미인정, 대학교육 인원 대상 부족 등이 문제라고 보았다.171) 정신교육은 수용자 대상 

165) 허경미, “교정시설 중증질환 수용자의 인권적 의료처우”, 292면.

166) 박영규, “교도작업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2014), 267-296면.

167) 박영규, “교도작업의 개선방안”, 267-271면.

168) 박영규, “교도작업의 개선방안”, 278-280면.

169) 박영규, “교도작업의 개선방안”, 282-284면.

170) 김용구･김재경, “수형자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33집(2009), 

381-406면.

171) 김용구･김재경, “수형자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91-3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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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2주간 실시되는데, 전문강사 확보가 어렵고, 반복되는 교육으로 인하여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172) 생활지도교육과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형식적이

라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173) 이 연구는 개선방안으로 학과교육 중점교도소 운영, 

학과교육과정의 단일화, 직업교육과 병행, 정신교육 기간의 장기화, 석방전 지도센터 

운영, 종교교육의 내실화 등174)을 제시하였다.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통해 

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교정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한 연구도 있었다.175) 이 연구에

서는 마약중독수용자, 노인수용자, 여성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통한 재사회화

를 위하여, 마약중독수용자에 대한 약물치료프로그램, 노인수용자에 대한 특별 처우 

프로그램, 처우곤란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교정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

았다.176)

수용자의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연구도 있었다. 이 연구에

서는 헌법재판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을 통해 수용자 인권상황을 평가하

고177) 인권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법제도적인 보완, 수용자와 교정공무원 모두

의 인권교육 강화, 전문적인 인권교육 필요성, 교육의 질적･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178) 그밖에 교도소 도서관을 통해 교화교육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었다.179)

수용자의 종교 관련 기본권에 대해서는 복장이나 수염 등의 제한은 ｢헌법｣상 종교

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기본권 

제한의 입증책임을 행정기관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80)

172) 김용구･김재경, “수형자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92면.

173) 김용구･김재경, “수형자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93-394면.

174) 김용구･김재경, “수형자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98-402면.

175) 박상열, “교정환경의 변화와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정연구』 제45호(2009), 7-38면,

176) 박상열, “교정환경의 변화와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31-33면.

177) 나달숙, “수용자의 인권현황과 인권교육의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1권 제2호(2018), 

1-29면. 

178) 나달숙, “수용자의 인권현황과 인권교육의 과제”, 22-25면.

179) 홍명자, “교도소도서관의 교화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4호(2003), 

299-211면; 권세희･윤혜영, “한국의 교도소도서관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정보관리연구』 제

40권 제3호(2009), 125-150면.

180) 성중탁, “수용자의 종교적 기본권 행사 보장 문제 -미연방 대법원 Holt v. Hobbs, 574 

U.S.(2015) 사건을 계기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20집 제1호(2017), 295-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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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석방 준비

교정 처우는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 쟁점이 변화하고 있다. 수용자가 사회

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회와의 지속적인 연결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 중 일부는 사회내 처우가 담당할 수 있다. 사회내 처우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에서는181) 대상자 확대와 요건 완화, 기간 연장을 통한 귀휴제도 활성화, 

전문 직종 확대, 대상자 확대, 관련 작업의 확대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통한 외부통근

제도 활성화, 가족만남의 집 활성화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반적인 사회

복귀 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있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교정, 보호, 갱생 

기구간 유기적 협력 체계 강화, 가족관계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접촉 확대, 실질적인 

직업훈련, 출소부터 갱생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리 전담 조정관 신설, 실질적 갱생보호 

지원 체계 수립 등을 제시한다.182)

라) 처우의 목적과 방식

법무부는 상습중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는 방안으로 2014년에 보호

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 안은 2015년 3월 3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보호수용법에 대해서는 교정복지, 인권복지 등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비판적

으로 접근한 연구가183)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수용제도 자체가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한 국가주의･전체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개인의 존엄성이 침해된다는 점,184) 

보호수용이 검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므로 참정권, 가족권이 박탈된다는 점, 

피보호수용자의 의사에 관계없는 강제 교육은 양심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된다는 

점185) 등에서 동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중독범죄자의 처우에 대한 연구도 이어졌다. 이 중에서 스페인 구금시설을 시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186)에서는 중독범죄자 처우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 

181) 박영수,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의 활성화 방안”, 『교정복지연구』 제23호(2011), 111-143면.

182) 김영식･서호영, “수형자 사회복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교정연구』 제42호(2009), 163-192면.

183) 천정환, “보호수용제의 내용과 교정복지 측면 등에서의 비판적 검토”, 『교정복지연구』 제37집

(2015), 171-198면.

184) 천정환, “보호수용제의 내용과 교정복지 측면 등에서의 비판적 검토”, 191면.

185) 천정환, “보호수용제의 내용과 교정복지 측면 등에서의 비판적 검토”, 193면.

186) 신준식, “참관기: 의사의 시각에서 본 스페인 구금시설의 첫인상”, 『교정담론』 제9권 제1호

(2015), 201-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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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임상 치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채용하여 자체 전문인력으로 운영되는 마약류 

전담 치료기관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187)

4) 수용자의 권리 보장

가) 수용자의 권리

수용자는 시설에서의 형집행으로 인하여 일정한 자유가 제한된다. 하지만, 수용자

도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며, 형집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제한

만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고, 또한 반대로 보장되

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수용자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는 박탈되고,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도주 등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경우에만 부득하게 제한됨)는 제약된다

는 연구188)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용자에게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청원권, 재판청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89)

수형자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분석을 통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형자가 갖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의 

성격상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연구도 있었다.190) 

이 연구에서는 수형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사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수형자 접

견, 수형자의 사회보험제도 도입, 휴가권 보장, 차를 마실 권리, 교도소 내 복장 자율

화, 필요적 가석방191) 등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의식주나 이성과의 성적 접촉 측면에서 수용자의 권리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192) 이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징벌의 최소사용,193) 교정시설내 기초 

장비 확충, 교정시설 민영화,194) 집필제한 사항의 구체화,195) 의료 서비스의 민영

187) 신준식, “참관기: 의사의 시각에서 본 스페인 구금시설의 첫인상”, 216면.

188) 박영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의 수형자의 권리」에서의 수형자의 권

리”, �교정연구� 제45호(2009), 127-155면.

189) 박영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의 수형자의 권리｣에서의 수형자의 

권리”, 135면.

190) 이용식, “수형자의 인권”, 『교정연구』 제79집(2018), 3-46면.

191) 이용식, “수형자의 인권”, 34-40면.

192) 김진혁, “자유형제도와 인권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23집(2004), 113면.

193) 김진혁, “자유형제도와 인권에 관한 연구”, 116-117면.

194) 김진혁, “자유형제도와 인권에 관한 연구”,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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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196) 형벌집행상황 민간인 참관 확대197) 등을 교정기관 인권정책 개선안으로 제시

하였다.

나) 수용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수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 

수용자의 청원, 법률가를 통한 조력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구금보호시설 등에 있는 

수용자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방문하고 상담하고 진정을 접수하는 제도를 

면전진정제도라고 한다. 연구에 따르면 면전진정건수의 절반 정도가 철회 또는 위원

회 위원 등과의 상담으로 종결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제도가 없더라도 구금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높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면전진정제

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반복 진정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198) 이 연구

는 그 방법으로 수용자로부터 교도관의 안전보장을 위해 안전확보용 가스총 소지, 

방검복 지급, 수갑 착용 규정 개정, 교정국 차원의 전문변호사제 도입 등을 제시하였

다.199) 그 밖에 교도소 등에서 치료가 곤란한 수용자의 경우 형집행정지제도 활용, 

구금시설 내 의료여건 개선, 전문병원 설치, 문제 수용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도 필요하

다고 보았다.200)

그 밖에 사법적인 권리구제제도로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헌법소원제도와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로 소장면담, 청원, 행정심판, 감사원에 대한 심사 청구 등이 

있는데, 이들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부 연구에서는 영국의 자문위원회, 

독일의 형사시설자문위원회, 일본의 형사시설시찰위원회 등의 예를 들면서 행형시설

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한다.201)

195) 김진혁, “자유형제도와 인권에 관한 연구”, 120면.

196) 김진혁, “자유형제도와 인권에 관한 연구”, 121면.

197) 김진혁, “자유형제도와 인권에 관한 연구”, 123면.

198) 허경미, “교정시설의 면전진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70-171면.

199) 허경미, “교정시설의 면전진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73-174면.

200) 허경미, “교정시설의 면전진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75-176면.

201) 김태명, “행형법 개정과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169-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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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

가) 미결수용자

(1) 대용감방에 수용된 경우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모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일부 기본권이 사실

상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아래의 연구 결과는 대용감방에 수용된 경우에는 일반 교정시

설에 수용된 경우와 비교하여도 보호수준이 열악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선 2005년 6월부터 9월까지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연구202)결과에서는 유치장 시설이 부채꼴 

형태로 되어 있어 양 끝에 위치한 유치실이 서로 보이게 되어 인권침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유치인들이 유치실 내 세면장에서 씻는다는 점, 일부 유치장의 

경우 채광 및 통풍이 열악한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다른 연구203)에서는 

대용감방의 분류수용 원칙 미준수, 외부 운동 불가능,204) 의료권 보장 미흡,205) 보건 

및 위생관리 미비, 식사, 여성수용자 인권침해,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 미비, 계호 

및 보안206)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용감방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인권보호 시스템에 대한 인식 향상, 여성전용 유치실 확대, 장애인 관련 시설물 보관 

등이 제시되었으며,207)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208)

수용자에 대한 법률가의 조력과 관련하여서는 수형자에 대한 형사변호에 대한 연구

가 눈에 띈다. 미결수용자와 달리 수형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형집행과 행형의 

영역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며, 법치국가적이고 사회국가적인 행형의 실현을 

위해 변호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209) 최근 연구에서는 교정시설 

202) 정우열･박동균･김도균, “경찰서 유치장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유치인의 인식연구”, 『한국경호

경비학회지』 제13호(2007), 423-449면.

203) 이문한, “대용감방의 인권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법조』 제57권 제5호(2008), 262-292면.

204) 이문한, “대용감방의 인권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273면.

205) 이문한, “대용감방의 인권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274-275면.

206) 이문한, “대용감방의 인권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276-279면.

207) 정우열･박동균･김도균, “경찰서 유치장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유치인의 인식연구”, 443-446면.

208) 이문한, “대용감방의 인권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287-289면.

209) 조성용, “수형자에 대한 형사변호”, 『교정연구』 제55호(2012), 79-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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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수용자를 위하여 AI 변호사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교정시

설 내에서 수용자가 민사문제나 형사문제에 봉착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변호

사의 법률적 조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AI 법률지

원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210)

(2)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에게 제한되는 기본권에 대한 연구211)에서는 미결수

용자도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고 보았다.212) 

이 연구에서는 미결수용자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밀수용이며,213)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재판과 수사시 불구속, 대안형벌 및 가석방,214) 구치시설의 증설 및 고층구

치소 신축215)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 소수수용자

(1) 고령수용자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수용자도 점차 고령화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도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노인수용자가 노화의 진행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차원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연구216)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법적 

요건만으로는 노인수용자가 일반수용자와 특별히 다른 처우를 받을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노인수용자는 대체로 일반 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를 하게 

된다고 보았다.217) 이 연구는 노인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쇠자를 

65세 이상인 자로 하고,218) 노인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며,219) 지역 사회

210) 이동임･김태계,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위한 AI 변호사 도입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제60호(2019), 79-100면.

211) 박영규, “미결수용의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70호(2016), 3-24면.

212) 박영규, “미결수용의 개선방안”, 14면.

213) 박영규, “미결수용의 개선방안”, 16면.

214) 박영규, “미결수용의 개선방안”, 18면.

215) 박영규, “미결수용의 개선방안”, 19면.

216) 박영숙, “교정시설내 노인 수용자의 인권 확대 방안”, 『인권복지연구』 제9호(2011), 25-41면.

217) 박영숙, “교정시설내 노인 수용자의 인권 확대 방안”, 33-34면.

218) 박영숙, “교정시설내 노인 수용자의 인권 확대 방안”, 36면.

219) 박영숙, “교정시설내 노인 수용자의 인권 확대 방안”,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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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료 의료봉사 유치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령자 전용 거실을 설치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220) 한편 국제 인권규범을 기준으로 

노인수용자의 처우 향상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있었으며,221) 여기에서는 ｢형집행법｣

상 노인수용자 처우규정의 명확화,222) 노인수용자를 배려한 교정시설 및 환경정비 

규정의 명문화,223) 노인수용자에 대해 수용자 의료처우관리 규정에서의 구체적･명시

적 의료처우 방법 마련,224) 노인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조건 완화 및 개인퇴소계획 

수립,225) 수용자고령화대책위원회 마련226)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 소년수용자

우선 소년범죄자에 대한 형벌이나 처우의 방향에 대해 기본적인 연구227)가 행해졌

다. 이 연구는 미국의 청소년에 대한 사법체계가 응보적･징벌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사법이 징벌적인 경향

에서 청소년 복지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징벌적인 접근을 하기 전에 청소년 범죄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228)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연구229)도 있었다. 이 연구는 보호소년법의 기본원칙에 

차별금지 사항 추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권리구제를 포함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 법정화, 보호소년 등에 대한 

주･부식 기준 상향 및 남녀 동등화, 심신 발달 및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동 원칙 

규정 마련,230) 여성･장애인･외국인 보호소년에 관한 특별한 보호 규정 신설231) 등 

220) 박영숙, “교정시설내 노인 수용자의 인권 확대 방안”, 37면.

221) 허경미, “노인수용자의 처우 관련 현행법의 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국제인권규범과

의 비교를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제12권 제4호(2017), 57-85면.

222) 허경미 “노인수용자의 처우 관련 현행법의 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76면.

223) 허경미 “노인수용자의 처우 관련 현행법의 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76-77면.

224) 허경미 “노인수용자의 처우 관련 현행법의 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77면.

225) 허경미 “노인수용자의 처우 관련 현행법의 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78-79면.

226) 허경미 “노인수용자의 처우 관련 현행법의 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79면.

227) 김용석･전용태, “미국 청소년 사법체계에 대한 비교 고찰”, 『교정복지연구』 제34호(2014), 

173-198면.

228) 김용석･전용태, “미국 청소년 사법체계에 대한 비교 고찰”, 193면.

229) 홍관표,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저스티스』 제161호(2017), 230-268면.

230) 홍관표,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246-252면.

231) 홍관표,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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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책으로 제시하였다.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도 

몇 차례 이루어졌다. 우선 2014년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232)에서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기관상황이 좋아질수록, 자기효

능감이 높아질수록 인권태도 및 인권행동이 높아진다고 분석하면서, 소년원생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에 대한 싸이코 드라마 운영, 가족치료 모델 

및 상담기법 등을 통한 효과적인 인권교육 및 실무에 적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

다.233) 또한, 2014년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에 종사하는 공무원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인권의식 수준을 평가한 결과234)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약 2/3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235) 인권의식 수준은 5점 기준 4.11점을, 

인간존엄성에 대한인식은 5점 기준 4.24점을 나타냈으며, 그 중 인격권이 대한 인식이 

3.25점으로 다소 낮음을 보였다.236) 이 연구에서는 소년원 내의 구성원들의 인권 증진

을 위해, ① 소년원 시설의 소규모 개인공간 확충, ② 소년원생이 처벌, 교정, 교화대상

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라는 시각의 전환, ③ 근무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④ 인권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교육의 선행237)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소년보호시설에 대해서도 몇 차례 연구가 이어졌다. 소

년분류심사원 감호처분 비율이 형사사건 구속비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238)에서는 그 결과를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 박탈이 

부당하게 허용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239) 이 연구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위탁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240) 개선방안으로 ｢소년법｣ 

232) 김윤나･송화숙,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의 인권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66호

(2015), 171-196면.

233) 김윤나･송화숙,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의 인권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191면.

234) 김윤나, “소년원 공무원의 인권의식 수준과 인권교육적 함의”,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2호

(2015), 31-56면.

235) 김윤나, “소년원 공무원의 인권의식 수준과 인권교육적 함의”, 43면.

236) 김윤나, “소년원 공무원의 인권의식 수준과 인권교육적 함의”, 44면.

237) 김윤나, “소년원 공무원의 인권의식 수준과 인권교육적 함의”, 49-52면.

238) 장민영, “우리 소년분류심사원 감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제법상 아동의 자유 박탈에 

관한 기본 원칙들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2014), 277-301면.

239) 장민영, “우리 소년분류심사원 감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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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소년분류심사원 감호제도 관련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자유박탈 금지, 자유박탈

을 최소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대한 인간적인 처우 보장 

등 규정의 명확화, 소년분류심사원 감호 기준의 법제화, 감호결정에 대한 항고제도 

마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명시, 처우 및 시설에 대한 전문 모니터링기

구 설치･운영241)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소년원 보호소년 및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

원의 위탁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소년 보호시설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 방안

을 제시한 연구도 있었다.242) 이 설문은 2011년 11월에 진행되었으며, 설문항목은 

생활관에서의 처우, 물품 및 음식관련 처우, 의료처우, 교과교육 및 직업훈련, 외부교

통, 상벌점, 폭력피해 경험, 권리구제, 인권의식,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 이었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소규모화와 이에 따른 증설, 소년원의 개방

처우시설화, 사회복귀를 위한 가용자원으로 가족 활용, 목욕시간 확보, 지급물품 및 

간식의 양과 질 개선, 운동의 양과 질 개선, 의무과의 치료환경 개선, 두발 자유화, 

교과과정의 내실화 및 선택권 보장, 권리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권리와 책임 등 

인권에 대한 균형감각을 기를 수 있는 인권교육 내용 내실화, 수용소년의 특성에 

따른 처우의 개별화243) 등 소년보호시설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여성수용자

여성수용자의 증가에 대한 대책과 여성수형자 처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선행연구

는 여성전용교정시설의 확충과 증설,244) 사회복귀에 필요한 전문기술 교육,245) 여성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다양한 분류처우 기준 마련, 가족과의 유대를 위한 프로그

램 마련246) 등을 제시하였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수용자 처우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사회적 차이,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한 시설이나 처우 프로그램, 교도관에 대한 교육, 사회내 처우제도 운영 등이 

240) 장민영, “우리 소년분류심사원 감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92-293면.

241) 장민영, “우리 소년분류심사원 감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96면.

242) 이유진, “소년보호시설의 인권상황 실태 및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20호(2012), 159-203면.

243) 이유진, “소년보호시설의 인권상황 실태 및 개선방안”, 193-198면.

244) 최준, “여성범죄와 여성수형자 처우”,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2010), 404면.

245) 최준, “여성범죄와 여성수형자 처우”, 405면.

246) 최준, “여성범죄와 여성수형자 처우”, 4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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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하다고 보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여성수용자처우 원칙과 개별

처우 규정을 명문화 하고, 유아동반 여성수용자에 대한 개별처우와 아동보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의 교도관 교육과 여성수용자에 대한 비구금 

다이버전, 여성소년수용자의 특별처우 규정의 명문화도 요구된다고 하였다.247)

한편 교정시설 유아양육제도에 대해서는 모성권, 아동복지 등의 관점에서 징벌상 

양육자 특례조항 규정, 대동유아기간의 연장, 유아발달전문가를 포함한 민간기관과 

교도소가 참여하는 회의의 법제화 등이 주장되었다.248)

(4) 외국인수용자

외국인수용자는 내국인수용자와는 달리 평등한 형벌집행을 위해 내국인수용자보

다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형집행법｣에서 외국인 보호가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통역 제공규정 필요, 외국인 수용자의 영사관 통보 및 자유로운 접견통신권 보장규

정,249) 난민, 무국적자 등의 지원국가 및 단체와의 접견교통권 규정,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생활 및 문화 등의 허용범위 및 한계 규정 등을 보완하고,250) ｢형집행법｣에 “외국

인 수용자의 처우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별도의 장을 두고, 그 예하에 세부적으로 

처우시설, 처우조건, 영사관 통보, 종교, 음식, 통역, 고충처리, 가족면담, 지원기관과

의 접견 자유 등 조항을 두는 것”을 통하여 적합한 위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251)는 

연구가 있었다.

아울러 조금 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연구도 보였다.252) 즉 이 연구에서는 외국

인 수형자의 교정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수 수형자의 모국어 중심의 외국어 구사

능력 확보, 외국어전문교도관 특채 및 양성, 외국인 교도관 확보, 수용시설 확충, 국제

수형자 이송제도 활성화, 국적별 전문교도관제 도입, 문화나 생활풍습이 비슷한 수형

247) 허경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 연구”, 『교정연구』 제28권 

제2호(2018), 81-110면.

248) 천정환, “교정시설의 유아양육제도에 관한 비판적 연구”, 『교정복지연구』 제59호(2019), 55-75면.

249) 허경미,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관련 법령의 한계 및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75호(2017), 105면.

250) 허경미,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관련 법령의 한계 및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106면.

251) 허경미,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관련 법령의 한계 및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107면.

252) 장중식, “외국인수형자에 대한 교정 효과 제고방안”, 『교정연구』 제49호(2010), 89-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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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끼리 거실지정, 냉난방 배려, 문화에 따른 생활조건 배려253) 등이 제시되었다.

(5) 성소수자수용자

성소수자수용자는 일반 수용자와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적, 신체

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성소수자수용자에 연구는 초기단계에 머

물러 있다. 근래에는254) 성소수자수용자의 인권처우와 관련한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관한 국제 인권법 적용에 

관한 욕야카르타 원칙 등을 살펴보면서, 국내법에서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권리보장 

규정이 부재한다는 점을 문제로 본 연구가 돋보인다.255) 이 연구에서는 성소수자수용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교정당국의 입법화 추진,256) 성적소수자의 처우 개별화, 출소 

후 모니터링, 별도 거실 설치,257) 특별한 필요에 적합한 의료 및 상담258) 등을 제시한 

바 있다.

6) 교정 시설 조직과 직원

가) 교정시설

교정시설의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과밀수용이다. 이에 대해 2016

년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

안들도 몇 가지 제시되었다. 우선 과밀수용의 현황과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 

결정(2013헌마142) 및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례에서 나타나는 수감기준의 최저기준

을 분석한 연구259)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 판결례의 다수법정의견은 3㎡가 최저 수감

공간이라고 보았으나, 개별의견은 4㎡를 최저기준으로 보았으며, 수감공간의 최저기

준을 정하는 경우 과밀수용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도 고려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였다.260) 이 연구에서는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집행법｣

253) 장중식, “외국인수형자에 대한 교정 효과 제고방안”, 105-112면.

254) 허경미, “성적소수(LGBT) 수용자 인권처우의 한계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2호(2017), 193-220면.

255) 허경미, “성적소수(LGBT) 수용자 인권처우의 한계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08-212면.

256) 허경미, “성적소수(LGBT) 수용자 인권처우의 한계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12면.

257) 허경미, “성적소수(LGBT) 수용자 인권처우의 한계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13면.

258) 허경미, “성적소수(LGBT) 수용자 인권처우의 한계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14면.

259) 심민석,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법과 사회』 제56호(2017), 

429-4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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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교정시설의 규모와 설비 및 과밀수용 금지 명시,261) 다이버전제도 활용,262) 구치소 

신설, 1인당 최소수용면적 상향조정,263) 교정시설 감독전문기관 설치264) 등을 제안하

였다.

과밀수용과 관련된 규정의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연구도 있었다.265) 이 

연구는 과밀수용 관련 규정의 분석을 통해 인적･물적인 확충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결구금 축소,266) 법정형 조정과 형 선고시 집행유예 선고 확대, 

단기 자유형 폐지 또는 축소,267) 가석방 확대를 통한 재소시간 단축,268) 작업･교육은 

공동으로 하고 휴식시간에는 독거수용, 다양한 개방처우프로그램 마련269) 등을 대안

으로 제시하였다.

나) 직원 및 조직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매일 범죄자를 접하므로 이에 따르는 스트레스가 높을 

것이다. 아울러 폐쇄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탓에 근무환경에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용자에 대한 인식은 

수용자 인권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전국 성인남여 250명과 경찰･교정･보호관

찰직에 종사하는 형사사법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70)에 따르면 일반시

민보다 형사사법 종사자가 전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며, 특히 교도관이 전과

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게 된 주요 요인으로 교도소라는 공간이 교도관에게 주는 소외감, 교정시설이 

교도관에게 주는 안전감과 통제력의 약화 및 외부통제와 간섭의 증가 등으로 인한 

무력감을 꼽으면서,271) 수용자의 인간적 처우를 위해 형사사법 종사자의 채용과정에

260) 심민석,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449면.

261) 심민석,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451면.

262) 심민석,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453면.

263) 심민석,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455면.

264) 심민석,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456-457면.

265) 권순민, “구금 방식에 대한 현실과 개선방안”, 『가천법학』 제3권 제2호(2010), 261-278면.

266) 권순민, “구금 방식에 대한 현실과 개선방안”, 272면.

267) 권순민, “구금 방식에 대한 현실과 개선방안”, 273면.

268) 권순민, “구금 방식에 대한 현실과 개선방안”, 273면.

269) 권순민, “구금 방식에 대한 현실과 개선방안”, 274면.

270) 이윤호･김순석, “전과자에 대한 일반시민과 형사사법 종사자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제28호(2007), 284-3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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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업무의 전문성과 소명의식 및 전과자의 인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

다272)고 하였다.

7) 법령 및 제도･정책

가) 형집행법

｢형집행법｣은 2007년 12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대폭 

개정되었다. 개정의 목적은 수용자의 인권을 신장하고 수용자 관리를 과학화･효율화

함으로써 교정행정을 선진화하는 데에 있었다.273) 이에 앞서 2006년에 법무부에서 

고시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행형법에 비해 수용자에 대한 대폭적 인권신장

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2006년 ｢형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책으로 수용자의 인권신장과 사회복귀 능력 향상을 위해, 헌법상 이행 의무사항에 

대한 기속규정설치,274) 접견권･서신교환권･종교자유권･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시청

권･집필권 등 제한사유 구체화 및 명확화,275) 처우의 인격화,276) 건강권의 명시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277) 여성수용자 및 임산부 수형자의 처우, 노인･

장애인･외국인 수용자의 처우 구체화,278) 귀휴의 휴가로의 변경,279) 미결수용자의 

유치장 유치규정 폐지,280) 의료권･보건권 보장 규정 신설281)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2006년 형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들도 있었다. 즉 

이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최저기준규칙 등을 통하여 2006년 ｢형집행법｣ 개정안이 

무차별 원칙 근거규정 명시, 인도적 처우 원칙, 징벌종류의 세분화, 미결수용자의 

271) 이윤호･김순석, “전과자에 대한 일반시민과 형사사법 종사자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300면.

272) 이윤호･김순석, “전과자에 대한 일반시민과 형사사법 종사자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306-307면.

27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 2008. 12. 22, 법률 제8278호, 2007. 12. 2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274) 강영철, “행형의 목적과 교정행정의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31호(2006), 131면.

275) 강영철, “행형의 목적과 교정행정의 개선방안”, 132면.

276) 강영철, “행형의 목적과 교정행정의 개선방안”, 135면.

277) 신양균, “행형법상 수용과 처우에 대한 일반적 검토”,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2006), 98-99면.

278) 신양균, “행형법상 수용과 처우에 대한 일반적 검토”, 99면; 장복희, “국제법상 수용자 처우와 

국내법제도 개선”, 『교정연구』 제32호(2006), 71면.

279) 신양균, “행형법상 수용과 처우에 대한 일반적 검토”, 102면.

280) 신양균, “행형법상 수용과 처우에 대한 일반적 검토”, 103면.

281) 장복희, “국제법상 수용자 처우와 국내법제도 개선”, 『교정연구』 제32호(2006),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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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에 따른 처우규정 신설, 집필사전허가제 폐지, 서신의 원칙적 무검열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282) 과밀수용 방지를 위한 건축기준 설치, 수용자 건강검진 및 청결 

유지의무조항 신설, 의료권 보장, 종교의 자유 보장 확대 등283)의 측면에서 수용자 

인권신장을 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2007년 개정 ｢형집행법｣에 대해 일부 연구에서는 2007년 개정 ｢형집행법｣이 수형

자의 종교의 자유 보장과 종교상의 행위에 관한 제한, 도서신문 등의 열람 등 알권리 

보장과 제한, 면회 및 통신의 권리 명시를 통한 외부교통 보장, 권리구제제도 명시화 

등 수형자의 권리가 명시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284)

2010년 ｢형집행법｣에 대해서는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로서의 성격보다는 ‘수형자의 관리를 위한 법률’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하다는 연구가 

돋보인다.285) 이 연구에서는 ｢형집행법｣에 차별금지, 종교의 자유, 특별 수용자의 

보호 규정 등이 있지만 수용자의 권리나 처우의 보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전용종교교도소 설치, 흡연실 설치, 당직 의사 의무화, 여성전용교정시설의 확충, 자녀

와의 접견에 관한 장소의 개량 및 접견횟수 증가, 노인수형자에 대한 의료교도소와 

민간교도소와의 연계를 통한 처우286)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인권정책과 인권상황에 대한 감시, 권고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구금시설에 대한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기

관에 권고를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된 기능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

원회의 교정분야 업무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최근 연구는 국가인권위원

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분석,287)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288) 면전진정제도의 개선방안289)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82) 장복희, “국제법상 수용자 처우와 국내법제도 개선”, 69-71면.

283) 박상열, 행형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정연구』 제34호(2007), 9-11면.

284) 박상열, “행형법개정의 의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정연구』 제47호

(2010), 23면.

285) 최준, “교정의 목적과 수형자의 권리”, 『인권복지연구』 제8호(2010), 14면.

286) 최준, “교정의 목적과 수형자의 권리”, 23-24면.

287) 최정학, “국가인권위원회 10년 : 경찰, 검찰, 교정분야에 대한 평가”, 『헌법학연구』 제18권 제2

호(2012), 223-263면.

288) 이호중,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 분야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성과와 과제”, 『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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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진정된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 교정분

야가 40%에 달할 정도로 교정 분야의 인권 향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여도가 

높았다.290) 특히 수용자들이 소장의 허가를 받아서만 집필할 수 있도록 하였던 과거 

행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위반임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집필이 가능하도록 권고를 하였

고 이를 통해 행형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제도개선권고로 이어졌고, 실제 개정으

로까지 연결된 좋은 사례라고 평가되었다.291) 다만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형집행법｣ 개정 이후 교정분야에 대한 위원회의 정책권고가 현저하게 줄어들었

다는 점은 문제가 있으며,292)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정책권고가 이루어져야 

할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정행정은 유엔의 ｢피구금자의 처우에 대한 

최저기준규칙｣에 비추어 보면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고, 수용자 간의 인권침해 

문제 등도 관심을 가져야 하므로 적극적인 정책권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293)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는 구금시설의 특성이 인권의 기준설정에 

반영되지 못한 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실정중심의 형식논리에 치우치는 경향,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익형량에 의존하는 태도 등이 문제라고 보면서, 구

금시설에서 법무부의 자체 인권감시기능 강화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기능 강

화,294)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장 최대화, 인권침해 최소화 수단 발굴 및 정책적 

대안 제시를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8) 이론적 관심사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참고기준 중 하나는 국제규범에서 제시하

는 기준일 것이다. 교정시설이나 처우와 관련한 국제규범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 유럽교정시설규칙, 수형자 처우를 위한 기본원칙,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교도작업에 관한 권고, 개방교정시설에 관한 권고, 형태를 

불문한 억류･구금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원칙,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에 

제35권 제2-2호(2006), 61-107면.

289) 허경미, “교정시설의 면전진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25호(2004), 161-183면.

290) 최정학, “국가인권위원회 10년 : 경찰, 검찰, 교정분야에 대한 평가”, 226면.

291) 최정학, “국가인권위원회 10년 : 경찰, 검찰, 교정분야에 대한 평가”, 246면.

292) 최정학, “국가인권위원회 10년 : 경찰, 검찰, 교정분야에 대한 평가”, 248면.

293) 최정학, “국가인권위원회 10년 : 경찰, 검찰, 교정분야에 대한 평가”, 249면.

294) 이호중,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 분야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성과와 과제”, 100-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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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권고, 고문 및 그 밖에 잔학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부터 

피구금자 및 피억류자를 보호하는 보건직원, 특히 의사의 역할에 관한 의료 윤리원칙, 

법집행 공무원 행동규약, 형사 및 교정시설 직원의 선발과 교육훈련에 관한 권고, 

법집행 공무원의 강제력 및 무기사용에 있어서의 기본원칙 등이다.295) 그 밖에 수형자

의 인권과 관련하여 국제규칙인 기본적 자유와 인권보장에 관한 유럽협약, 미국의 

수정헌법과 교도소･구치소 연방기준에 대해 살펴본 연구도 있었다.296)

국제규범 및 유럽, 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2015년에 개정된 유엔최저규칙을 최저기준으로 ｢형집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는 주장과297) 미국과 유럽의 기준을 적용하여 수형자에 대한 물리적 강제력 사용에 

있어서 비례원칙 준수,298) 수형자에 대한 원칙적 변호인 접견권 허용,299) 교도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강화하자는300) 견해가 있었다.

2. 행형기관의 인권보장 기능에 관한 정책적 논의 동향 분석

가. 행형기관 관련 국제인권규범 준수

최영신 등은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교정처우의 국제

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에서 우리 행형기관의 교정처

우관계 국제 인권규범 준수 현황에 대해 교정처우 하위 영역을 망라하여 점검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the Nelson Mandela Rules), 1955년 

결의, 1957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승인),301)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에 관한 

규칙(아바나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the Havana. Rules), 1990년 제정･유엔총회 채택), ｢유엔 여성수용자 

295) 금용명, “수용자 처우에 관한 각종 국제규칙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71호(2016), 161-190면; 

186면.

296) 최종술, “행형의 목적과 수용자 인권”, 『교정연구』 제21호(2003), 47-82면.

297) 금용명, “수용자 처우에 관한 각종 국제규칙에 관한 연구”, 186면.

298) 최종술, “행형의 목적과 수용자 인권”, 57면.

299) 최종술, “행형의 목적과 수용자 인권”, 75면.

300) 최종술, “행형의 목적과 수용자 인권”, 77면.

301) 해당 규칙은 2015년 개정되고, ‘만델라 규칙’이라는 명칭이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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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방콕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Female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the Bangkok Rules), 2008년 제안･2010년 유엔총회 채택)을 기준 국제규범

으로 선정하고, 해당 국제규범의 주요 내용이 국내 행형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규범 분석)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정도(실태 조사)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아래에서는 그 주요 결과를 살펴보자.

첫째,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이행 실태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내용은 ‘수용질서’,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수형자 처우’,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 감독’,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

자 관리’, ‘교정시설 조직과 직원’이라는 세부 영역으로 나뉘는데, 각 영역별 세부 

내용이 국내 법규에 반영되고 실제 교정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국제 규범을 ‘양호’(80% 이상 이행)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단지 몇몇 항목에서 제한적으로 이행 수준이 ‘불충분’(30% 이상∼60% 

미만 이행)하거나 ‘대개 이행’(60% 이상∼80% 미만 이행)인 것으로 평가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302) 이행 수준이 불충분하거나 대개 이행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둘째,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에 관한 규칙｣ 이행 실태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년수용자의 처우 관련 국내 법규와 실행 수준은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에 관한 규칙｣을 대체로 잘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대체로 양호’), 특히 

형집행 법령에 소년수용자 처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둔 점과 소년교도소 운영지침

을 제정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303) ‘대개 이행’이나 ‘불충분’으로 평가된 항목

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셋째,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 이행 실태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4년 평가 당시 이미 임신과 출산, 여성 특유의 

의료적 요구를 반영한 규정이 상당 부분 마련되어 있었지만, 2010년 제정되 ｢유엔 

302) 최영신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

태와 개선방안-�, 25-29면.

303) 최영신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

태와 개선방안-�,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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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여성수용자 처우 

관련 국내 법규를 총체적으로 정비하는 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였다.304) 지난 

5년 간 해당 분야의 법령 정비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는 제3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나. 수용자의 건강권

2016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비 지원으로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가 이

루어졌다. 해당 실태조사 연구진은 교정시설 내 의료 관련 전 영역을 망라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수용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서 수용자 관점에서 현재 우

리 교정시설의 의료 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 전문가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수용자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정책적 제언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태조사 연구진은 ‘구금시설 내 1차 보건의료 체계와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용자들의 ‘다양한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과 교육, 심리적 

지지, 지속적인 추구 관찰’을 위해서 적정 보건의료 인력 확보, 진료 정보체계 정비, 

입소 전후 의료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등이 필요하고, 구금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개선을 위한 여건 마련이 어려울 경우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과의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305)

둘째, 실태조사 연구진은 ‘구금시설 보건의료 컨트롤 타워 조직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금시설 내 양질의 일차보건 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서 ‘법무부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또는 

컨트롤 타워 조직을 마련하고, 민간단체와 기관 등이 참여하는 ‘구금시설 1차 의료강

화 위원회’ 등 거버넌스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306)

셋째, 실태조사 연구진은 ‘전체 구금시설의 일반 환경과 의료시설’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과밀화, 여름철 냉방 부족 및 급수 부족 등으로 대표되는 열악한 수용 

304) 최영신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

태와 개선방안-�, 31면.

305) 주영수 등,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17-18면.

306) 주영수 등,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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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수용자 간 다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이므

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307) 또한 만성신부전 환자와 같이 투석이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특정 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308)

넷째, 실태조사 연구진은 구금시설에 정신보건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수용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우울감이 크다. 이와 같은 수용자의 정신적 건강 문제는 건강 문제로만 머물지 않고 

수용자 간 갈등, 폭력, 손상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보건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309)

다섯째, 실태조사 연구진은 암 등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한 구금시설 내 관리방안 

및 응급의료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실태조사 연구진은 구금시설 내 

의료관리 체계 도입에 관해서 특히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관리 및 의료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 암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신규 암환자 및 

그에 준하는 중증질환자 발견 시 등록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 공조를 통한 

구금시설 내외부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310)

여섯째, 실태조사 연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지속적 노력을 강조하였다. 국

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도소장이나 의무관 등 주요 간부들의 건강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건강권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311)

307) 주영수 등,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18면.

308) 주영수 등,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19면.

309) 주영수 등,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19면.

310) 주영수 등,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19-20면.

311) 주영수 등,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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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제도적 요소’ 평가

김 영 중





제3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제도적 요소’ 평가

제1절 | 제도적 요소 분석의 필요성 및 범위

이 장은 행형기관이 제도 부분에 있어서 인권보장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제도는 국내법령 및 하위규범에서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법령이 

국제기준에 비추어 볼 때 행형기관 구성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는지와 법령의 내용을 실무에서 적용하기 위해 구체화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각 규정들이 실제 실무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행형기관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무엇인지 도출하려고 하였다.

분석대상은 20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

진화 방안 연구(III)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에서 국제규범 이행

실태를 평가한 결과 중 대개 이행(60%이상~80%미만), 불충분(30%이상~60%미만), 불

량(30%미만 이행) 판정을 받은 항목으로 하였다. 전체항목에 대한 평가는 위 보고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4년 조사 이후 변경상황을 반영하여 인권보장 상황이 

개선된 점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3-1-1] 인권보장역량의 ‘제도적’ 요소 평가 항목

구 분 세부항목

수용질서 수 용

수용지역

연령에 따른 구분수용

위험성에 따른 구분수용



114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II)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구 분 세부항목

기타의 구분수용

보 안
보호장비

외부인력의 투입

규율과 징벌 수용자의 관여금지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기본원칙 정상성의 원칙

의사의 역할

수용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위생상태 관리업무

수용자의 건강상태 보고

의료의 공정성 확보 의료의 기록과 기록에 대한 접근권 보장

수형자 처우

교도작업

교도작업의 본질

교도작업의 부과에 있어서 금지되는 사항

교도작업의 내용상 유사성

교도작업에 대한 수당 등

교도작업에서 수형자 보호

석방 준비

처우의 사회화

사회적응 프로그램

갱생보호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 감독

권리 내용
수용자의 지위

수용자의 이송과 관련된 보호조치

권리 구제와 감찰 등
법률가의 조력 등

감찰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의 

관리

소수수용자

정신이상수용자

외국인수용자의 차별금지

영사 등과의 접촉

종교와 문화의 존중

성적소수자에 대한 처우

소년수용자

수용질서

소년교도소의 규모

보호장비와 강제력 제한

징벌절차

사회복귀 사회복귀

직 원 전문성

여성수용자

수용질서

이송

신체제한장치

평가와 분류

기본적 생활 정신건강

교정인력과 훈련 인력과 훈련

출소준비와 사후지원 출소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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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국제규범을 기준으로 하였다. 관련 국제규범은 ｢피구

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이하 ‘최저기준규칙’), ｢모든 억류･구금된 자의 보호원칙｣(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이하 ‘피구금자보호원칙’), ｢유럽교정시설규칙｣(The European Prison 

Rules),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이하 ‘유엔소년보호규칙’),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Female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 이하 ‘유엔여성수용자처우규칙’) 등이다.

이를 기준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45호, 2019. 4. 23, 일부개정; 이하 ‘형집행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398호, 2018. 12. 24, 

일부개정; 이하 ‘형집행법 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시행 2019. 8. 29, 법무부령 제957호, 2019. 8. 29, 일부개정; 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 등 법령이 위의 국제규범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였다.

교정실무에서의 구체적인 인권보장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훈령 및 예규로 ｢교도관

직무규칙｣(시행 2015. 1. 30. 법무부령 제838호, 2015. 1. 30, 일부개정),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시행 2019. 4. 24. 법무부예규 제1221호, 2019. 4. 24, 일부개정), ｢교

도작업운영지침｣(시행 2019. 9. 2. 법무부예규 제1235호, 2019. 9. 2, 일부개정), ｢수용

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시행 2019. 4. 25. 법무부예규 제1222호, 2019. 

4. 25, 일부개정),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시행 2019. 1. 21. 법무부예규 제1208

호, 2019. 1. 21, 일부개정), ｢분류처우 업무지침｣(시행 2017. 9. 1. 법무부예규 제1161

호, 2017. 8. 17, 일부개정),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시

행 2018. 7. 3. 법무부예규 제1193호, 2018. 7. 2, 일부개정), ｢가석방 업무지침｣(시행 

2019. 4. 15. 법무부예규 제1215호, 2019. 4. 15, 일부개정),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개정 2019. 3. 7. 법무부훈령 제1211호),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개정 2019. 4. 18. 법무부예규 제1219호) 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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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5-201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 중 행형기관 관련 결정례와 

2019년 교정통계 등을 관련 부분에 반영하였다.

제2절 | 수용질서

1. 수용지역

수용자가 수용되는 지역은 수용자의 재사회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이에 

대해 ｢최저기준규칙｣에서는 피구금자가 가정이나 사회복귀 장소에 근접한 곳에 구금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제59조), ｢피구금자보호원칙｣은 제24조에서 피억류･구

금자의 요구가 있으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그의 주거를 기준으로 가까운 억류시설

이나 구금시설에 유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유럽교정시설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312) 이 규정들은 ① 수용자가 요구할 경우 주거에 가까운 지역에 

구금하는 것, ② 구금지역 선정에 있어서 가능한 한 주거에 가까운 지역 고려, ③ 

다른 교정 시설로의 이송에 있어서 수용자의 의견 청취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나라 ｢형집행법｣의 관련 규정은 2014년도 조사 당시와 별로 다르지 않다. 즉 

제20조에서 수용이나 작업, 교화, 의료 기타 처우상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 하에 수용자에 대한 이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 밖의 법령에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이송에 있어서 수용자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송에 대해 행정규칙을 자세히 보면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은 

수용구분에 따른 이송,313) 신청에 따른 이송,314) 연고지 이송 등에 대해 규정하고 

312) 최영신･이승호･윤옥경･금용명,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III) -교정처우

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484면.

｢유럽교정시설규칙｣ 제17조 ① 수용자는 가능한 한 그의 주거 또는 사회재통합 장소와 가까

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② 교정시설의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계속되는 범죄수사의 필요성, 안전과 보안 그리고 수용

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요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최초 교정시설의 지역 지정과 다른 교정시설로의 이송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수용자의 의

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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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경우 수용시설의 지정이나 이송에 있어서 수용자의 의견이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최초에 어떤 수용시설에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

은 분류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분류심사의 기준에는 보안상 위험도나 개인특성, 

성장과정, 석방 후의 계획 등이 포함되며,315) 주소지나 생활 근거지와 같은 연고지는 

수용구분, 수용능력 등과 함께 이송 교정시설의 위치를 결정하는 원칙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법령과 행정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정법령과 실무의 경우 

수용지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칙상 수용자의 주소지나 생활근거지를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수용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제규범 등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수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생활 

근거지나 가정에 가까운 곳에 수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의 내용을 실무규정이나 

시행령 등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연령에 따른 구분 수용

소년범죄자는 성인범죄자와 달리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가 강조되어야 하고, 소년이 

가지고 있는 일부 특성 때문에 성인범죄자와는 구분하여 수용하는 것이 교도소 운영 

313)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57조(수용구분에 따른 이송) ① 미결수용자 및 

재판계류 중인 수형자(기소된 경우에 한정한다)는 별도의 이송 신청 절차 없이 (검사 이송지휘

서 추후 송부 가능) 수용구분에 따라 해당 교정시설로 이송한다.

314)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58조(신청에 의한 이송) ① 형이 확정된 수형자 

및 그 밖의 이송 사유가 발생한 수형자의 이송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송신청서를 첨부하

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 신청한 후 그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형이 확정된 수형자 등의 이송 신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등에 따라 분류심사를 실시하고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형이 확정된 수형자 등을 이송 신청할 경우에는 인적 사항, 범죄 횟수, 경비처우급 등 해당 

수형자의 이송 교정시설 지정 시 고려되는 자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315)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9조(심사사항) 분류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우등급 판정에 필요한 사항

2. 작업부과, 직업훈련, 교육훈련 및 교화프로그램 참여 등의 처우방침에 필요한 학력 및 직업력

3. 보안상 위험도 측정 및 거실지정에 필요한 개인특성, 성장과정, 범죄경력 및 인성특성

4. 보건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개인의 특성과 병력

5. 이송을 위하여 처우등급별 판정에 필요한 사항

6. 보호관계, 교정성적, 개선정도, 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

7. 수형자의 희망처우 등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처우 및 수용관리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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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바람직하다. ｢최저기준규칙｣도 성년과 미성년 분리 수용 원칙을 명시(제8조)

하고 있으며, 미결수용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제85

조)고 규정한다.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18세 미만 수용자의 성인교도소 수용불가

원칙을 명시하면서(제11조), 성인교도소에 수용된 미성년에 대한 특별규정 마련(제85

조)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형집행법｣에서는 19세 이상 수형자와 19세 미만 수형자를 분리하여 전자는 

교도소에, 후자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소년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가 19세 이상이 되더라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에는 23세까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3항). 또한, 같은 교정시설 

내에서는 성인수형자와 미성년수형자를 분리하여 수용하고 있다(제13조 제2항).

행정규칙상으로도 법령과 같이 수용자를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하고 있다. 

즉 미결수용자인 성년과 소년은 기본적으로 분류되며, 서로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

여야 한다.316) 수형자의 경우도 동일하다.317)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미성년자는 

성인과 분리･구분 수용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제규범에서와 같이 별개의 시설에 수용

하지는 않으며, 일반교도소에 수용된 미성년의 처우에 대한 특별규정도 보이지 않는 

다는 점에서 아직 국제기준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규정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3. 위험성에 따른 구분 수용

수용자는 도주의 위험성이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다른 수용자에게 미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수용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수용자로부터의 악풍

감염을 막는다는 취지나 처우의 개별화에 있어서도 부합되는 조치이다. ｢최저기준규

316)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45조(기본분류) 미결수용자의 기본분류 대상은 다

음 각호와 같다.

2. 성년과 소년

제49조(거실 분리) 소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류대상에 대하여 서로 거

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 제4호･제46조･제48조 각 호에 따른 분류대

상자로서 수용과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7)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55조(기본분류) 수형자의 기본분류 대상은 제45조 

각 호와 같다.

제58조(거실 분리) 소장은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류대상자에 대하여는 서

로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 제4호･제46조 제2항 및 제56조･제57조

에 따른 분류대상자로서 수용과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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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은 이와 관련하여 처우의 개별화를 위한 제도 마련, 분류된 그룹에 대한 보안조치

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318)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수용자의 분류에 있어서 

도주 위험성이나 도주할 경우 지역사회에 미칠 위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319)

｢형집행법｣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 교육처우 계획은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제55조). 또한 수형자는 분류심사 결과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데(제

57조), 이 경우 교정시설 분류나 처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위험성이 고려된다.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수형자의 생명이나 신체, 기타 인권보호의 적합성, 교정시

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개별처우계획과의 부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83조).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교정성적에 따

라 부여할 수 있으며 교정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생활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다(동 시행령 제84조). 수형자는 기본수용급별･경비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되며, 

개별처우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경비처우급과 개별처우급을 같이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3조). 이와 같은 교정시설 경비등급 구분 

및 처우의 개별화 원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용자의 위험성은 분류와 처우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용자의 위험성을 고려한 시설, 처우 등의 세부 규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즉 수용자 분류심사에 있어서 심사사항에는 보안상 위험도가 포함되어 있

고,320) 이러한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수용자의 처우등급이 결정되며,321) 이후 경비등

318) ｢최저기준규칙｣ 제89조 ① 이 지도원리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처우의 개별화가 필요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피구금자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들 그

룹은 각각의 처우에 적합한 개별 구금시설에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그룹 내에 있는 모든 구금시설들에 동일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서로 다른 

그룹의 필요에 맞추어 다양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방시설은 도주에 

대한 물리적 보안조치가 아니라 피구금자의 자율성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기초하므로 신중하

게 선발된 피구금자의 사회복귀에 최대한 유익한 처우를 시행한다.

319) ｢유럽교정시설규칙｣ 제51조 ③ 수용 이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

a. 도주할 경우 지역사회에 미칠 위험성

b. 스스로 또는 외부의 도움 하에 도주를 기도할 위험성

④ 각 수용자는 이러한 위험의 정도를 고려한 보안조건에 따라 수용된다.

⑤ 필요한 보안등급은 해당 수용자의 구금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한다.

320)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9조 제3호.

321) 처우등급은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나누어진다(｢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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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별 수용구분에 따라 수용된다.322)

이와 같은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법령과 행정규칙은 수용자의 위험성을 고려

하여 경비등급별 구분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규범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4. 기타의 구분수용

｢최저기준규칙｣은 성별, 연령, 범죄경력 등에 따른 분리수용 또는 분리된 구역에서

의 수용을 규정하면서 민사적 수용자와 형사적 수용자도 분리하여야 한다고 본다.323)

우리나라는 현재 채무불이행을 범죄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민사집행

법｣324) 제68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된 기일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선서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을 통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절차는 ｢형집행법｣ 중 미결수용자에 의한 수용절차에 의한다.325)

민사적인 문제로 감치되는 자와 형사적 수용자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교정의 

목적상 타당한 면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자체를 범죄로 삼아서 

처벌하지 않을뿐더러 감치 처분은 재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으

로 보인다. 다만 형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집행법｣의 절차에 의한다고 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감치 대상자의 유치 

장소도 형벌집행기관이 아닌 법원 내에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322)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9조.

323) ｢최저기준규칙｣ 제11조 상이한 종류의 피구금자는 그 성별, 연령, 범죄경력, 구금의 법률적 

사유 및 처우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분리된 시설 또는 시설 내의 분리된 구역에 수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a. 남성과 여성은 가능한 한 분리된 시설에 구금하여야 한다. 남성과 여성을 함께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여성용으로 할당된 공간 전체를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b. 미결수용자는 수형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c. 채무로 인하여 수용된 자 및 그 밖의 민사피구금자는 형사피구금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d. 소년은 성년과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324)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2016. 2. 3, 타법개정.

325) ｢민사집행규칙｣(시행 2019. 9. 17. 대법원규칙 제2858호, 2019. 9. 17, 일부개정) 제30조; ｢법

정등의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시행 2002. 9. 1. 대법원규칙 제1791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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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호장비

‘보호장비’란 교도관이 수용자를 교정시설 바깥으로 이송하거나 법원이나 수사기관

에 출정시키거나 기타의 사유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수용자가 도주나 자살(자해)

을 할 우려가 크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높은 경우, 위력을 사용하여 교도관

이 행하는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교정시설 내의 설비나 기구 등을 

손괴하는 경우, 그 밖에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실력강제 도구를 말한다(｢형집행법｣ 제97조).

보호장비의 사용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크므로 사용은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사용할 경우 수용자의 건강상태나 수용생활 태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동법 제97조 제2항).

｢최저기준규칙｣은 징벌의 수단으로서 보호장비 사용금지(제43조 제2항), 굴욕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쇠사슬이나 발목수갑 또는 보호장비의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제47조 제1항), 아울러 호송하는 도중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금된 자가 자신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소장이 명령한 경우 등으로 보호장비 

사용 상황을 제한하고 있다(제47조 제2항).

｢유럽교정시설규칙｣도 사슬과 족쇄의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최저기준규칙에서와 유사하게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보호장비 사용 시간 제한, 보호

장비 사용방법의 법률화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326)

｢형집행법｣은 특정한 상황 하에서만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

며,327) 그 종류와 사용요건도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다.328)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

326) ｢유럽교정시설규칙｣ 제68조 ① 사슬과 족쇄의 사용은 금지된다.

② 수갑, 보호복 및 그 밖에 신체를 제압하는 보호 장비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못한다.

a. 이송 시 도주방지를 위한 예방책으로 필요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용자가 

재판이나 관리상의 권한 있는 자에게 출석하는 경우 권한 있는 자의 다른 결정이 없는 때

에는 보호 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b. 수용자의 자해, 다른 수용자에 대한 상해의 방지 또는 기물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의 통제수단이 실패한 때에는 소장의 명령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소장은 의사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호 장비는 엄격하게 제한된 시간을 넘어 사용할 수 없다.

④ 보호 장비의 사용방법은 법률에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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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329)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을 받아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의무관은 보호장비 사용의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장비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동 시행령 

제121조 제1항).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수용자에게 고지하여야 

327) ｢형집행법｣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

③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

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28) ｢형집행법｣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帶)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포승 : 제9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머리보호장비 :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3. 발목보호장비･보호대･보호의자 : 제9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

4. 보호침대･보호복 : 자살･자해의 우려가 큰 때

③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9조(보호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수갑: 양손수갑, 일회용수갑, 한손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일반포승, 벨트형포승

329) ｢형집행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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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제122조), 해당 수용자는 독거실에 수용한다(제123조). 

보호장비의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몇 차례 

권고를 하였으며,330) 특히 “보호장비 사용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과도하게 조인 상태로 둠으로써 진정인의 손이 

붓고 검붉게 변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관련 직원을 

주의 조치하도록 권고”331)하였고, 다른 결정에서는 의무관 등이 보호장비 착용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충실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332)을 해당 구치소에 권고하였다. 근래에는 법원 출정시 보호장비 착용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가 있었고,333) 이에 따라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해당 부분이 반영되었다.

보호장비의 사용에 대해 우리 법령은 그 요건, 종류,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징벌수단으로써의 사용금지는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사용시간 등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

회 권고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장비의 사용절차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직무 교육

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6. 외부 인력의 투입

국제규범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교정시설 외에 다른 법집행기구에 소속된 

직원이 수용자를 처우하는 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에 이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법집행기관과 교정시설간의 공식적인 합의가 있어

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합의의 내용에는 ① 다른 기관 소속 직원이 교정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② 그 직원이 교정시설 내에 있는 동안 가지는 권한의 범위, ③ 그 

직원이 행사할 수 있는 강제력의 종류, ④ 그 직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⑤ 강제력 행사 승인권자, ⑥ 그 후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330)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9. 16진정0317900; 국가인권위원회 2017. 3. 10. 16진정0773500 등.

331) 국가인권위원회 2015. 2. 11. 14진정0522400.

332) 국가인권위원회 2016. 6. 7. 15진정0197600.

333) 국가인권위원회 2017. 8. 3. 16진정06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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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다(｢유럽교정시설규칙｣ 제67조).

현행 법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규칙에

서는 내부에서의 진압 및 무기사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외부 기관과의 협의

와 관련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법령 및 행정규칙이나 실무에서 교정시

설에 대한 외부인력 투입의 문제는 국제규범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폭동이나 전쟁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교정시설 

내에 외부인력 투입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의 추가가 필요하다.

7. 수용자의 관여금지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를 통제하는 방식의 규율집행이나 수용자가 주체가 되는 교정

시설 관리를 하게 되면 수용시설이 수용자 중심으로 조직화 될 수 있으므로, ｢최저기

준규칙｣334)과 ｢유럽교정시설규칙｣335) 등에서 제한하고 있다.

국내 법령에서는 수용자의 교정시설 운영 관여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규칙인 법무부 훈령과 예규에서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용자 자치제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는 점과 수용자가 전면적으로 교도소를 운영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 비추어 교정시설 운영에 수용자가 관여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수용동을 ‘자치수용동’으로, 

자치수용동에서 자치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를 ‘자치수형자’336)로 하여 자치제 운영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한다. 자치수형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자치수용동의 위치는 수용관리가 용이한 수용동의 상층이나 중･상층 중에서 지정･운

영하며, 자치수용동 복도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한다.337) 또

334) ｢최저기준규칙｣ 제41조 ① 어떠한 피구금자라도 시설의 업무를 부여받거나 규율권한이 부여

되어서는 안 된다.

② 그러나 이 규칙은 특정한 사교, 교육 또는 스포츠 활동이나 책임을 직원의 감독 하에 처우

목적을 위하여 그룹으로 분류된 피구금자들에게 맡기는 자치에 기초한 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335) ｢유럽교정시설규칙｣ 제62조 수용자는 징벌결정에 있어 어떠한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권한이 

주어져서는 아니 된다.

336) ｢분류처우 업무지침｣(시행 2017. 9. 1. 법무부예규 제1161호, 2017. 8. 17, 일부개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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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장은 자치 수형자가 자치회를 조직･운영하게 하며, 자치회는 분임, 자치회 등의 

조직을 편성한다. 자치회에서는 자치생활 계획 수립, 취미활동에 관한 사항 및 소장이 

토론에 부의한 사항을 토론하며, 자치회 결정사항은 소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자치수용동의 수형자는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침번 근무를 설 수 있으며, 이 

불침번 근무는 보안과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338) 불침번 근무는 수형자 작업시

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자치회장이 “자치생활 시간 직후 인원을 점검하여 보고하고 

취침 전까지 자치생활을 통제･조정”한다.339)

요컨대 우리 교정실무상으로는 수용자에게 ‘시설의 업무’나 ‘규율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자치수형자에게 인원점검, 일정 구역 내의 생활, 취미활동과 종교

활동 등 자율활동을 부여하는 등의 일부 활동만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규정상 명시적으

로 전면적인 수용자에 의한 교도소 운용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치가 허용되는 

부분에 한계를 두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금지된다는 점을 유추할 수는 있다. 법령상으

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점에서 현재의 규정이 국제규범의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 정비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제3절 |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1. 정상성의 원칙

‘정상성의 원칙’이란 수용자의 생활이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과 근접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340) 이는 수용자를 교도소 바깥에서의 생활과 비슷한 여건 하에서 

구금하여 사회복귀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의미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기준규칙｣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교도소 

337)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95조, 제96조.

338)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98조.

339)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00조.

340) 최영신･이승호･윤옥경･금용명,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III) -교정처

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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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자유 생활 간의 차이를 최소화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341)

국내법규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일부를 담고 있다. ｢형집행법｣은 제1조에서 법의 

목적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또, 

수형자의 처우에 있어서도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면서, 사회복귀

를 위해 교육,342) 작업,343) 직업훈련344) 등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생활과 교도소 생활간의 차이를 최소화 하려는 측면이 법령에 반영

되어 있다고 보인다.

행정규칙에서도 이러한 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행하고 있다. ｢수용자 사회복

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345)에 따르면 일부 수용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회복 지원자로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346) 가족만남의 날 행사,347) 가족만남의 집 

이용,348) 중간처우,349) 사회적 처우350) 등을 통하여 수용자의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

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실무에서도 사회생활과 교도소 생활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 행형법과 

행정규칙의 규정은 정상성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2. 의사의 역할

의사를 포함한 의무직교도관은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를 진단하고 발생한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며, 위생상태를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의사는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341) ｢최저기준규칙｣ 제5조 ① 구금제도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생활과 자유로운 외부생활 간의 차

이를 최소화하여, 이 격차로 인하여 피구금자의 책임감이 저하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

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42) ｢형집행법｣ 제63조.

343) ｢형집행법｣ 제65조.

344) ｢형집행법｣ 제69조.

345) 시행 2019. 4. 25. 법무부 예규 제1222호, 2019. 4. 25, 일부개정.

346)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347)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절 가족만남의 날 행사.

348)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절 가족만남의 집 이용.

349)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장 중간처우.

350)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장 사회적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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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여 질병이 있는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하게 할 의무가 있다(｢교도관직무

규칙｣ 제75조 제1항 제1호).

가. 수용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수용자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병이나 상처 등이 생긴 경우 적절하

게 치료를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행형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최저기준규칙｣에서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조속한 진찰과 

질병 발견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의무 및 검사에 대한 보안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다. 의사는 수용자에게 전염성 질환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격리하며, 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부상 문제를 호소하는 자, 그리고 특히 주의를 

요하는 자 전원을 매일 진찰해야 한다.351)

국내법규에서도 수용자의 건강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소장은 신입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가 있으며(｢형집행법｣ 제16조 제2항), 신입자는 소장의 건강진단을 받

아야 할 의무가 있다(제16조 제3항).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

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30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건강검진 횟수는 1년에 1회 이상이며, 19세 미만의 수용

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351) ｢최저기준규칙｣ 제30조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는 의사에게 보고할 의

무와 관계없이,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입소 후 가능한 한 조속히 면담 및 진찰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의 각 사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 각 피구금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치료를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취할 것.

b. 신규 입소 피구금자가 입소 전 학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c. 구금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기타 스트레스 증상. 특히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 및 마약, 약

물, 알코올 사용에 대한 금단증상을 확인하고 모든 종류의 적절하게 개별화된 치료 또는 

기타 처우를 실시할 것.

d. 피구금자에게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기간 동안 임상격리를 실시하고 적합한 

치료를 제공할 것.

e. 작업, 신체활동, 기타 활동 참여의 적합성 확인.

제31조 의사 또는 자격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는 질환을 앓고 있는 피구금자, 신체적･정신

적 건강 및 부상 문제를 호소하는 피구금자, 그리고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자 전원을 매일 

진찰하여야 한다. 모든 의학적 검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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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으며(｢형집행법｣ 제18조),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

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격리수용･

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35조).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대통령

령352)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동법 제36조).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의원 수준 이상의 

시설)를 갖추어야 하며,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

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39조, ｢형집행법 시행규

칙｣ 제23조).

이상과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국내법규는 의사의 역할과 교정시설 내의 

의료설비,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국제규범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

고 있다고 평가된다.

실무에서는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진료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신입 수용자는 신체건강진단과 정신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제3조의2, 제3조의3), 정기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외부기관이나 교정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가 실시할 수 있다(제4조). 수용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검진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수용자에 대한 질병예방 조치, 건강 상담 등 의료상

의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제7조). 환자가 발생하면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며(제8조 제1항), “중환자 및 응급환자는 신속히 외부의료

시설에 이송진료”하고, “중증환자 등 응급상황 발생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간병

인을 지정”한다(제9조). 소장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환자를 격리수용”하고, “감

352) ｢형집행법 시행령｣ 제5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법 제3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처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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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0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반응을 보이

는 수용자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검사를 의뢰하고, 확진자가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할 의무는 소장에게 있다(제11조 제1항). 감염인 또는 후천성면역결

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게는 분리 수용 등 적절

한 조치 의무가 있다(제11조 제2항).

이상과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 법령과 행정규칙은 수용자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국제규범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나. 위생상태 관리업무

의사는 교정시설에서 보건위생 담당자로서 수용자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저기준규칙｣은 이와 관련하여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① 음식의 

분량, 질, 조리 및 배식, ② 시설 및 피구금자의 위생과 청결상태, ③ 시설의 위생･난방

상태, 조명과 통풍, ④ 구금된 자의 의류와 침구의 적합성 및 청결상태, ⑤ 별도로 

체육이나 경기 담당 기술요원이 없는 경우 규칙 준수 등 사항에 대한 검사의무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조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제1항).

교정시설 위생상태 관리와 관련하여, 국내규범은 교정직교도관에게 위생관리 지도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353) 의무직교도관은 수용자의 건강진단, 질병치료 등 의료, 

교정시설의 위생,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354) 식품위생 및 영양관

리, 교정시설의 위생보조 등의 업무는 식품위생직교도관이 담당하는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355) 또 의무관은 매일 1회 이상 의료수용동의 청결, 온도, 환기, 그 밖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교정시설의 모든 설비와 수용자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급식 등에 

관하여 “매주 1회 이상 전반적으로 그 위생에 관계된 사항을 확인하여” 특히 중요한 

353) ｢교도관직무규칙｣(시행 2015. 1. 30. 법무부령 제838호, 2015. 1. 30, 일부개정) 제33조(위생

관리 등) ①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와 의류를 청결하게 하고, 두발 및 

수염을 단정하게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54) ｢교도관직무규칙｣ 제75조 제1호.

355) ｢교도관직무규칙｣ 제75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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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다.356) 또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357)은 소장에게 1년에 

1회 이상 “식중독, 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보건위생 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제13조).

이러한 내용을 보면 행정규칙에서는 교정직교도관에게 위생관리 지도책임을, 식품

위생직교도관에게 식품위생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무관에게는 의료수용동

의 관리와 교정시설 전반의 위생과 관련된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인다.

실무상 대부분 교정시설 내 보건위생 담당자의 역할을 의사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358) 「교도관직무규칙」에서 의무직교도관에게 교정시설 위생을 담당하게 있으므

로, 관련 규정과 실무에서 국제규범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것으

로 평가된다.

다. 수용자의 건강상태 보고

수용자가 병에 걸렸을 때 교도소 차원에서 빠르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를 즉시 소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최저기준규칙｣은 의사가 구금으로 인하여 피구금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 손상되었거나 손상되리라고 판단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소장에게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3조), 이러한 의사의 보고에 소장이 찬동하는 경우 이 

보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즉각적인 의무가 있다고 한다(제35조 제2항). 또 

보건의료담당자는 피구금자가 징벌을 받고 있는 경우 “매일 방문”하여야 하며, “신체

적 또는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징벌을 정지하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장에게 그 취지를 조언해야 한다(제46조).

현행 법령상 수용자는 의료시설 및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형집

행법｣ 제30조, 제39조). 보호시설에 수용되었거나 보호장비가 사용된 수용자에 대해

서는 의무관이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동법 제95조 제5항, 제97조 제3

356) ｢교도관직무규칙｣ 제84조.

357) 시행 2019. 4. 24. 법무부예규 제1221호, 2019. 4. 24, 일부개정.

358) 최영신･이승호･윤옥경･금용명,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III) -교정처

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199-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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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수용자에게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전과 후, 그리고 집행 중에 의무관이 

건강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동법 제112조 제5항). ｢형집행법 시행령｣은 계호상 

독거수용자의 경우 교도관이 독거수용자가 건강상 이상이 있다고 알린 경우 의무관에

게 즉시 해당 수용자에 대한 상담･진찰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

며(제6조 제3항), 의무관은 수용자의 건강상 보호실 수용이나 보호장비 사용이 부적당

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119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무관의 건강상태 보고의무에 대한 현행법

의 태도는 국제규범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인다.

｢교도관 직무규칙｣은 의무관의 보고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관은 

“① 작업, 운동, 급식 등에서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부적당한 것을 발견한 경우, ② 

정신이상이 의심되는 수용자,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

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 또는 폐질환에 걸렸거나 위독한 상태에 빠진 

수용자를 발견한 경우, ③ 수용자의 체질･병증, 그 밖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작업, 

급식 등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질병으로 인하여 징벌의 집행 

또는 석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⑤ 질병을 숨기거나 꾀병을 앓는 수용자가 있는 경우, 

⑥ 환자를 의료수용동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⑦ 환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이송할 

필요가 있거나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하여금 직접치료나 

보조치료를 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⑧ 집행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그 상황과 의견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제91조).

즉 국제규범에서는 의사의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황에 대한 보고의무, 

징벌을 받는 수용자 방문 및 신체･정신상태에 따른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관이 수용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소장에게 보고하여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법령 및 행정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국제규범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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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자 의료의 기록과 접근권 보장

수용자의 진료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수용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국제규범 중 ｢피구금자보호원칙｣은 이에 관하여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검사를 받은 사실’과 ‘의사의 성명 및 검사결과’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이 기록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26조).

현행 법령에는 의사의 의료기록 의무와 기록에 대한 접근 보장 등의 규정이 명시적

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형집행법｣ 제117조의2는 수용자에게 정보공개청

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권은 보장된다. 또한, ｢교도관직무규

칙｣ 제76조에 “의무관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진료기록부에 그 병명, 증세, 병력, 

처방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서 수용자의 건강검진 

등 결과 관리, 중환자 및 응급환자의 관리, 진료기록 보존, 외부의료시설 진료기록 

등359) 규정을 통하여 진료기록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4년 이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요컨대 법령에서 의료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기록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제규범에서 요구하는 의료의 기록화와 기록

에 대한 접근권은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59)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6조(건강검진 등 결과의 관리) 수용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검진 결과

는 의무관 확인 후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9조(중환자 및 응급환자의 관리) ② 중증환자 등 응급상황 발생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해서

는 간병인을 지정하고, 특이동정에 관한 사항을 동정관찰 등에 철저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진료기록부 등 수용자 진료에 관한 기록은 수용자 의료

정보시스템에 입력 또는 등록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존한다.

1. 진료기록부는 10년

2. 처방전은 2년

3. 진단서 등의 부본 및 진료상 필요 문서는 3년

② 전산화하여 보관하기 어려운 문서 등은 별도 보관할 수 있다.

제17조(외부의료시설 진료기록) ① 외부의료시설 진료 후에는 진료결과를 수용자 의료정보시

스템에 입력하고 진단서 등 관계서류는 전산화하여 저장하며 전산처리가 어려운 문서 등은 

별도로 보관한다. 

② 소장은 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가족(가족

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가족 통지에 동

의한 사실 및 통지 결과를 수용기록부의 동정관찰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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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 수형자의 처우

1. 교도작업의 본질

‘교도작업’이란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360)으로 교도소에서 물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공사의 완성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교도작업은 수형자에게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도구

로 작용한다. 또한, 교도작업의 이념과 그에 따른 작업 부과에 의해 교도소 생활의 

질이 결정된다는 면에서 교도작업의 본질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도작업의 본질에 대해 ｢최저기준규칙｣은 성질상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하며, “석방 

후 정직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수형자의 능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361) 즉 ｢최저기준규칙｣도 작업의 본질이 수용자에게 고통을 부과하

지 않아야 하고, 사회복귀를 증진 시키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법령도 교도작업의 본질을 사회복귀에 두고 있다. ｢형집행법｣은 제63조에서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

을 고취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며,362)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 “나

이･형기･건강상태･기술･성격･취미･경력･장래생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신적･신체

적 성숙정도’와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고려의무도 규정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

360)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361) ｢최저기준규칙｣ 제97조 ① 교도작업은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제98조 ①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은 가능한 한 그가 석방된 후 정직한 생계를 꾸릴 능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362)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 10. 22. 대통령령 제22282호, 

2010. 7. 21, 타법개정)도 아래의 규정을 통해 ｢형집행법｣의 규정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6조(교도작업의 종류)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도작업의 시행방법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를 교도작업제품별로 정한다. 교도작업의 종

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교도작업의 운영 여건에 적합할 것

2. 수용자의 근로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

3. 수용자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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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조). 교도작업의 세부 사항은 ｢교도작업운영지침｣에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도작업의 본질을 사회복귀의 증진에 

두고 있는 국제규범의 태도는 우리 법령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도작업이 

성질상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제규범의 

규정을 일부만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2. 교도작업의 부과에 있어서 금지되는 사항

현대 행형에 있어서 교도작업의 본질은 사회복귀에 있으므로,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최저기준규칙｣ 제97조 제1항). 또한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따른 

이익은 “시설 내 사업에서 오는 재정적 이익의 목적”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제72조 

제2항). ｢유럽교정시설규칙｣도 역시 교도작업이 처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제26

조 제1항), 교도작업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교도작업의 수준을 높이고 생산품의 품질과 

직업훈련의 적정성을 개선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26조 제8항).

｢형집행법｣은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에 대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제63조), ｢교도작업운영지침｣도 ‘개방지역작업통근자’

와 ‘집중근로제’를 설명하면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성 향

상 및 근로정신 함양으로 출소 후 재사회화 촉진’363)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교도작

업이 고통부과가 아니라 근로정신 함양과 사회복귀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작업을 통한 수입은 국고로 귀속된다(｢형집행법｣ 제73조). 이 수입의 사용처에 대해 

법령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도작업은 성질상 고통부과가 포함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작업을 통한 수입의 사용처

363) ｢교도작업운영지침｣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외부기업통근자”라 함은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

3.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라 함은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기업체 

경영 개방지역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

6. “집중근로제”라 함은 취업수용자로 하여금 작업시간 중 접견, 운동, 전화사용, 교육, 교화활

동 등을 시행하지 않고 휴게시간 외에는 작업에만 전념토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근로정신 

함양으로 출소 후 재사회화를 촉진시키는 작업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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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법령에 수용자에 대해 고통을 

주지 않는 작업을 부과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작업을 통한 수입을 교도작업 수준 

향상 및 직업훈련 적정성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교도작업의 내용상 유사성

교도작업은 시설 밖의 동종 작업과 유사하게 하여야 한다. 교도작업의 목적이 사회

복귀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최저기준규칙｣도 

제98조에서 교도작업의 조직 및 방법을 가능한 한 교도소 바깥의 작업과 유사하게 

하여 수형자를 정상적인 생활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럽교정시설규칙｣도 제26조 제7항에서 교정당국이 교정작업의 구성과 방법에 있어

서 일반사회의 작업과 유사하게 하여 수용자가 정상적인 직업생활의 영위를 준비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은 제65조에서 수형자의 작업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

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도작

업운영지침｣은 개방지역통근, 외부기업통근 등을 통해 사회에서의 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교도소 내 작업내용도 외부에서 위탁받아 생산하거나 수요자로부터 물품의 

생산 또는 공사의 완성이나 노무의 제공을 받아서 하고 있으므로 일반에서의 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유사성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교도작업에 대한 수당 등

수형자가 하는 교도작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일정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시키는 이유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복귀의 기반 중 일부를 

마련하면서, 근로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작업장려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단순히 작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책적･은혜적 급부에 불과하다.

｢최저기준규칙｣은 이러한 성격에 더 나아가 수형자에게 작업에 따른 ‘공정한 수당’

이 지급되어야 함을 규정한다(제103조 제1항). 아울러 수형자가 이 수입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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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용도를 위해 허가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일부는 가족에

게 보낼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 석방될 경우에는 수형자에게 저축된 수당을 

교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제103조 제2항 및 제3항).

국내 ｢형집행법｣은 제73조에서 작업수입을 국고수입으로 한다는 점(제1항),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제2항),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

게 지급하며,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한다(제3항).

행정규칙에서도 “취업중인 수용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작업장

려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2조), 수용자가 작업장려

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금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예탁관

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79조). 작업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수용자 석방시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되지만,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동 지침 

제93조 제1항). 소장은 “①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② 자기 작업용

구를 구입하고자 할 때, ③ 벌금 납부 또는 범죄피해 배상을 원할 때, ④ 본인의 치료비 

및 약품 구입을 원할 때, 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에 등록된 법인에 기부를 원할 

때, ⑥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동 지침 제93조 

제3항).

최근 5년간 교도작업 작업장려금 지급액은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고 있다.

[표 3-4-1] 최근 5년간 교도작업 작업장려금 지급 현황(2015~2019년)

(단위: 천 원, 명)

연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급액 17,198,954 20,231,129 20,853,628 19,882,229 22,074,502

지급 연 인권 4,435,528 5,634,098 5,615,637 5,874,204 4,967,883

1인당 1일 

평균(원)
4,013 3,591 3,713 3,385 4,443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2019 교정통계연보』(2019),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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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내용과 행정규칙(교도작업 장려금 액수 등)을 살펴보면 ｢최저기준규칙｣에

서 규정하는 사항 중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 공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제규범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5. 교도작업에서 수형자 보호

교도작업은 사회복귀를 위한 첫 걸음이며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최저기준규

칙｣은 ‘자유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법규정이 교정시설 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직업병을 포함한 “산업재해로부터 수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 규정이 자유근로자의 해당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제101조).

｢형집행법｣은 “①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 ②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 소장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제74조). 

“이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타인이나 법인이 이를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제76조 제1항).

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에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 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해당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조위금은 최저보상기준금액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보상일시금 해당 일

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16조). 수형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예방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진료 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의무관의 조치의무, 

작업장에 대한 자체 순회진료 등과 같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제8조)이 교도작업을 

하는 수형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재해발생 진료와는 동등하지 않겠지만 수용

여건을 고려한 기본적인 보호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도작업에서 수형자 보호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로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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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근로자와 다르지 않으나, 근로시설의 기준이나 안전설비 

등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법령이 수형자의 작업장에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을 법령에 명확히 하여 작업이나 직업훈련에 있어서 수형자의 안전이 보장되

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법령과 행정규칙은 국제규범과 비교했을 때 

그 이행 수준이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6. 처우의 사회화

현대 징역형의 목적이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와 재사회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이 소속했던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저기준규칙｣에서는 수형자 처우가 “사회와의 계속적인 관계 강조”

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제88조 제1항). 동 규칙은 수용자와 사회와의 관계를 지속시키

는 수단으로 “지역사회기관의 수형자의 사회복귀 사업 참여”, “사회복지사의 수형자와 

가족 및 유용한 사회기관 사이의 관계 발전 임무 담당”, “수형자의 사법상 이익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상 권리 및 그 밖의 사회적 이익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제88조).

국내 ｢형집행법｣은 “교육학･교정학･범죄학･사회학･심리학･의학 등의 학식 또는 교

정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통한 수형자 상담･심리치료,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58조), 수형자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봉사활동･견학, 그 밖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제57조 제5항). 또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에 관한 협의기구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으며(｢형집행법 시행령｣ 제85조), 

이 취업지원협의회는 “①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② 

수형자 취업･창업 교육, ③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추진, 

④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⑤ 직업적성 및 성격검사 등 각종 

검사 및 상담, ⑥ 불우수형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 ⑦ 그 밖에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44조).

수형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시설 내 처우의 단점을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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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처우로 수형자의 생활을 일반 사회생활에 접근시키는 처우방법을 사회적 

처우라고 하며364) 여기에는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365) 귀휴366) 등이 포함된다. 사회견

학 및 봉사활동 대상 수형자는 ① 가석방 신청 수형자, ②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③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중 하나이다(｢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이하 ‘사회복귀지원지침’ 제52조). 그 목적은 직업능력

개발훈련, 사회적응능력향상, 교화상 필요 등에 있다(｢사회복귀지원지침｣ 제53조). 

귀휴는 수형성적이 양호하고 도주우려 등 위험이 없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며, ｢형집행법｣ 제77조에 따르면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①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경우, ②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

요한 경우,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는 회갑이나 고희, 혼례, 직계비속의 입대나 해외유학의 

출국, “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등”을 들고 있다.367)

2018년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귀휴 참여인원과 수형인원 대비 참여 비율은 다음과 

같다.

364)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2019 교정통계연보』(2019), 146면.

365)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시행 2019. 4. 25. 법무부예규 제1222호, 2019. 4. 25, 

일부개정) 제4장 사회적 처우, 제1절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366)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장 사회적 처우, 제2절 귀휴.

367) ｢형집행법시행규칙｣ 제129조(귀휴허가) ③ 법 제7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귀휴사유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고희일인 때

2.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3.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

4.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5.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

한 때

6. 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

7. 입학식･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8. 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9.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0. 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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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2018년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및 귀휴 수형자 현황

구  분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귀휴

1일 평균 수형자 인원(노역자 제외) 34,300 34,300

참여 인원 4,850 1,198

수형자 인원 대비 참여 비율 14.1% 3.5%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2019 교정통계연보』(2019), 147, 154면.

사회봉사활동 및 귀휴 수형자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국내 법령과 행정규칙은 국제

규범에서 제시하는 지역사회기관이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일부 

도입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인다. 다만, 수용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참여, 사법상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 사회보장상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제도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국제규범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7. 사회적응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란 사회와 분리되어 있던 수형자가 사회에 복귀하기 전 원활

하게 적응하게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최저기준규칙｣에서는 “형기 종료 

이전에 수형자를 사회에 단계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며, 시설 내 외에 마련하거나 또는 일정한 감독 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의 원조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60조). ｢유럽교정시설규

칙｣에서도 석방 전에 준법생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와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

며, 수형기간이 장기였던 수형자의 경우에는 점진적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규정한다(제107조).

｢형집행법｣은 교정성적이 특히 우수한 수형자를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처우가 가능하게 하며,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교정시설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봉사활동･견학”, “그 밖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처우”

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제57조 제3항, 제5항). 중간처우를 받는 대상자는 개방처우

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로 형기가 3년 이상이며, 범죄횟수가 2회 이하고, 중간

처우를 받는 날로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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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하인 사람”에 한정하며, 이들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

칙｣ 제93조). 또한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나 무지 등으로 인하여 재판 

중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형

집행법 시행령」 제99조).

수형자는 “자율성과 책임성에 바탕을 둔 자치활동, 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처우, 자립 능력 향상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중간처우대상자가 될 수 있다.368) 중간

처우대상자는 외부통근작업이나 외부출장 직업훈련 교육뿐만 아니라 출소 후 사회 

적응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게 된다.369) 또 취업 교육 상담을 받은 수형자의 경우에는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체 및 취업관련 유관기관과의 만남의 알선 등 취업기회가 제공되

며,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교정기관의 취업지도나 알선을 희망할 경우 구직활동 

상황에 따라 해당 교도소에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받을 수 있다.370)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최저기준규칙｣이나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 규정

하는 수형자의 사회복귀 관련 기준들을 우리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국내 법령과 하위

규정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가 대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8. 갱생보호

“석방된 수형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수형자를 돕는 정부기

관 또는 민간기관이 필요하다.371) 석방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은 

석방된 자가 필요한 문서나 신분증명서를 지급받고, 적절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복을 입고, 석방 후 기간 살아갈 수 있는 자금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372) 수형자의 장래에 대한 상담도 또한 요구된다.373)

｢형집행법｣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68) ｢수용자사회복귀지원지침｣ 제27조.

369) ｢수용자사회복귀지원지침｣ 제31조.

370)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시행 2017. 4. 22. 법무부예규 제1149호, 2017. 4. 22, 

일부개정) 제25조 및 제26조.

371) ｢최저기준규칙｣ 제90조.

372) ｢최저기준규칙｣ 제108조 제1항.

373) ｢최저기준규칙｣ 제108조 제2항.



142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II)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41조),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

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형

집행법 시행령｣ 제142조). 또 소장은 석방예정자에 대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보호복지공단에 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령｣ 제144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374)은 갱생보호대상자 중 하나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들고 있으며(제3조 제3항), 이들 대상자에 대해서는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 상담,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후관리,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등”이 제공된다(제65조). 이와 같은 법령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위의 ｢최저기준

규칙｣에서 규정한 요건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도 ｢수용자사회복귀지원지침｣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대상자 

추천 요청이 있을 경우 잔여 형기가 6개월 내외인 자에 대해 상담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정기관의 사회복귀과 담당직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 

직원과 업무 관련 협의와 협력의무를 갖는다고 한다(제63조). 또 석방을 앞둔 수용자

의 경우 자력으로 귀가여비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귀가여비 등이 지급될 수 

있으며,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여비와 겉옷 상･하의, 운동화, 1회용 비옷 등이 지급

된다(제59조, 제60조).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귀 국립기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기관에서는 주거,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형자의 장래에 

대한 상담도 하고 있으며, 귀가여비나 의복 등 일부 지원도 이루어진다. 물론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이 힘들지만, 현재 제도상으

로는 국제규범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크게 벗어나는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374)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6313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3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제도적 요소’ 평가 143

제5절 |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의 감독

1. 수용자의 지위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가 어떠한 지위를 갖는지는 수용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보장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수용자는 사람이 갖는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는 

반면, 특수한 시설 내에서 생활해야 하므로 일정한 기본권의 향유는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기준규칙」은 모든 피구금자의 처우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

치에 입각한 존중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1조). 또한 피구금자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며(제2조), 피구금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생활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 자체로서 고통을 주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므로 그 외에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제3조). 한편 구금의 방향은 구금시설 내의 생활과 자유로운 외부생

활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데 있어야 하고, 생활에 있어 피구금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제5조).

｢형집행법｣은 그 목적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법 집행에 있어서 수용자의 인권이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제4조), 수형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다(제5조).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정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수용자 신체검사시 범죄의 경중, 언행 등, “출정 후 환소하는 수용자의 경우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방법을 단계적으로 세분화 

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375)한데 대해 교정본부에서 일부 수용한 

바 있다. 또 신입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검사에 의한 인권침해,376) 과도한 보호장

비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377) 신체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375) 국가인권위원회 2014. 12. 22. 14진정0158100.

376) 국가인권위원회 2015. 1. 14. 14진정0600700.

377) 국가인권위원회 2015. 2. 11. 14진정0522400;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9. 16진정031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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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도소나 법무부장관이 수용한 바 있다.

｢형집행법｣에는 구금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저기준규칙｣에서 말하는 기본적 인권이나 자유권 등은 수형자의 

인권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보장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시하여 수형자가 권리가 침해될 경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행정규칙 등에서 신체검사 절차를 보다 세분화 

하여 인권침해를 미리 방지하는 것도 요구된다.

2. 수용자의 이송과 관련된 보호조치

수용자의 경우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이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미결수용자

는 증인소환, 재판참석을 위해 법원에 수시로 왕래하는 경우도 많으며, 수형자의 병증

에 따라서는 외부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이송을 하는 경우에 수용자

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기준규칙｣은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동 규칙 제73조에 따르면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

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송을 할 때는 환기나 조명이 충분한 교통수단을 

사용하며, 육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이송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송비용은 행정청

의 비용으로 하고, 모든 피구금자에게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함도 규정한다(제73

조 제3항).

｢형집행법｣은 출정･이송 등에 대한 기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보호장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97조 제1항 제1호). ｢형집행법 시행령｣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에 이송

하는 경우 의무관의 의견에 따라 이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23조), 호송

하는 경우에 미결수용자와 수형자,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 19세미만 수용자와 성

년수용자의 좌석 분리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제24조). 또한,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수용자의 팔목 등에 전자경보기를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5조).

｢수형자 등 호송규정｣378)에 따르면 수형자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제2조), 호송



제3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제도적 요소’ 평가 145

은 피호송자를 받아야 할 관서 또는 출두하여야 할 장소와 유치할 장소에 곧바로 

호송한다(제3조 제1항). 호송은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행할 수 없으며(제7조), 

호송을 하는 교도관의 여비, 호송비용 등은 호송을 담당하는 관서에서 부담한다(제13

조). 피호송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적당한 치료를 해야 하며(제11조 제1항), 사망

한 경우 “사망지 관할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인근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협조를 

얻어 피호송자의 사망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다(제12조 제1항).

한편 수용자가 민사･행정･가사 소송 출석을 하거나 민사･행정･가사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하기 위해 교정시설 관할지역 외의 법원 등에 출정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차량운행비를 해당수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

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379)

출정이나 호송･이송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은 발견되지 않지만,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자를 법원 등으로 호송하

는 과정에서 얼굴이 노출되거나 수갑 등을 착용한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는380) 권고와 노동위원회 출석 시 보호장비 착용 외부 노출 등에 의한 인권침

해381)와 관련하여 ‘호송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하여 외

부로 호송할 때 수갑가리개나 마스크 등 보호용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수용자

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기준’의 마련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규정에 반영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규정과 최근 행정규칙의 변화에서는 피구금자 이송시의 보호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송비용도 관공서에서 부담하지만 아직 국제기준에 비추어 보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즉, 모욕이나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외부와의 차단을 실시하고, 육체적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송하는 등의 

규정을 시행령 등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378) 시행 2018. 2. 20. 대통령령 제28660호, 2018. 2. 20, 일부개정.

379)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459조, 제461조.

380) 국가인권위원회 2017. 8. 3. 16진정0695000.

381) 국가인권위원회 2018. 4. 5. 17진정051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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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가의 조력 등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구제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수용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어

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기준규칙｣은 미결수용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382)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 수형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반면 ｢피구금자보호원칙｣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피구금자와 변호인과의 교통이 수일 이상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5조), 

실질적으로 피구금자와 변호인 교통권 및 상담권, 변호인과 교통･상담하기 위한 시간

과 시설 보장, 변호인 교통･상담시 검열금지 및 비밀보장, 변호인과의 접견시 법집행

관의 청취금지, 변호인과의 교통시 지득한 내용의 증거사용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18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제12조 제4항).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간의 접견에는 시간제한이 없지만(｢형집행법｣ 제84조 제2항),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형사소송법｣상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청구 

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회당 60분 내로 시간이 제한된

다(｢형집행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1항). 접견시간은 국가공무원 근무시간 내로 제한

된다(동 시행령 제58조).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간의 접견은 횟수가 제한되지 않지만(｢형집행법｣ 제84조 제2

항), 수형자의 경우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제한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수

용자(｢형집행법｣ 제84조 제2항과의 관계에 따라 변호인과 미결수용자의 접견은 제외

된다)는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는 월 4회, 형사소송법상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는 사건 당 2회의 접견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매월 4회로 제한되는 접견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동 시행령 제59조의2 

제2항). 다만, 소송사건의 수 또는 소송내용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준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장에 의한 접견 시간대 외의 접견과 접견 시간 및 횟수 증가도 

382) ｢최저기준규칙｣ 제119조 제2항 및 제1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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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동 시행령 제59조의2 제3항). 한편 접견 수요 및 접견실 사정에 따라 원활한 

접견 사무 진행에 현저한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줄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줄어든 시간과 횟수는 다음 접견시에 추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동 

시행령 제59조의2 제4항).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와 형사소송법상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

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한다(｢형집행법｣ 

제41조). “소장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중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데(동법 제41조 제4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내용은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제84조 제1항). 변호인과 미결수

용자,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용자가 접견하는 경우에는 교도관 참여가 불

가능하지만,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교도관이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형집

행법｣ 제84조 제1항).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징벌대상자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이라고 하더

라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서신수수, 기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권리행

사가 보장된다(｢형집행법｣ 제85조).

변호인의 수용자 접견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실시하며, 공범관계에 있는 다수의 

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수용자간의 접촉 제한을 위해 개별적으로 실시

한다(｢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99조 제1항, 제2항). 교도관은 접견 

중에 변호인과 수용자간에 물품을 수수하거나 비밀 신호 등으로 연락하는 일이 없도

록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접견 실시 전후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수용관

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99조 제3항).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변호인 접견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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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변호인 접견 현황(2014~2018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접견인원 3,019,814명 3,233,741명 3,501,745명 3,133,594명 3,186,134명

변호인 접견
362,000명

(12.0%)

397,513명

(12.3%)

401,588

(11.4%)

411,809

(13.1%)

380,032명

(11.9%)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2019 교정통계연보』(2019), 104면 [표 III-18] 재구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미결수용자 뿐만 아니라 수형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제한없이 변호인과 계속적

인 연락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무기대등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입장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다. 수형자는 그러한 위치는 아니지만,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를 

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그 권리 보장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우리 형집행법상 접견 및 서신수수 관련 제한 사항은 수형자(특히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형집행법｣ 제88조).

요컨대 국제규범의 기준은 변호인과의 제한되지 않는 교통 및 상담, 시설과 시간의 

보장, 검열금지, 청취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형집행법｣도 이러한 국제

규범의 기준을 반영하여 일부 수형자와 모든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법령은 국제규범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4. 감찰

교정기관은 폐쇄된 상태로 밀행주의 하에 운영됨으로써 자칫 교도관이 권한을 무절

제하게 행할 가능성으로부터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내법령이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맞닿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감독이 필요한데, 이를 감찰이라고 부른다.

감찰에 관하여 ｢최저기준규칙｣은 “중앙 교정당국에서 실시하는 내부 감독 또는 

행정적 감독”과 “교정당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기관에 의한 외부 감독”의 

이원적인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감독을 하는 목적은 “교도소가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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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지침 및 절차에 따라서” 운영되는지와 “형목적의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운영되고 

“피구금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제83조).

｢피구금자보호원칙｣은 감독관의 임명은 “교정기관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기관과 

별도의 권한을 갖는 기관”에서 하여야 하며, 그는 “그 기관에 책임”져야하고, “자격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수용자는 감독관과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시설의 안전과 

규율상의 조건에는 부합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제29조).

두 규범 모두 감찰의 빈도에 대해 특별히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① ‘정기적’인 감찰이 

필요하고, ② 내부 감찰과 외부 감찰의 이원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감찰의 목적이 

‘법령과 지침에 따른 운영’과 ‘수용자의 권리’ 보호에 있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편 ｢피구금자보호원칙｣에서 명시한 감찰관과 수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권 보장

도 실질적인 감찰효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인다.

국내 법령은 법무부장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교정시설 감찰을 연 1회 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은 제8조에서 법무부장관이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교정

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점검하는 ‘순회점검’ 규정을 두고 있다. 수용자가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서나 말로 청원할 수 있다(제

117조).

법무부 인권국장은 매년 일부 교정시설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야 하며, 선정되지 않은 교정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등 긴급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실태조사는 실시 전에 해당 

교정시설의 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그 취지나 일시 장소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며, 예외적으로 미리 통지시 실태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지를 하지 않고 진행된다. 조사는 시설순회점검, 수용자 설문조사와 면담, 시설 

관리자 등과의 면담, 관련 자료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383)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견되면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내 관련 국장･실장･본부

383)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시행 2011. 

9. 8. 법무부훈령 제834호, 2011. 9. 8, 전부개정) 제28조,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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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및 관련 교정시설의 장에게 시정 및 개선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384) 

법무부 인권국의 교정시설 실태조사는 2011년 8월에 법무행정과 관련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법무부에서는 그 이후 매년마

다 일부 교정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외부감찰은 감사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판사 또는 검사에 의한 시찰을 들 

수 있다.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으로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

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감사원법｣ 제24조)에 대해 감찰권한을 

가지므로 수용자가 자신의 처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감사

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용자가 진정한 사항에 대해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5조 제3항).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을 통하여 교정시설

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경우 교정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동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시설을 방문조사 

할 때에는 “수용자와 면담을 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

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교정시설의 직원은 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대화 내용의 녹음･녹취는 금지된다(동법 제24조 제4항, 제5항).

요컨대 국내 법령에서는 외부기관에 의한 감찰로는 감사원의 감사, 국가인권위원회

의 현장조사, 판사 또는 검사에 의한 시찰 등 제도를 두고 있으며, 내부기관에 의한 

것으로는 법무부장관 등 순회점검공무원을 통한 순회점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다만 국제규범에서 요구하는 내부와 외부 기관에 의한 감찰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외부 기관에 의한 감찰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에서 전 교정시설

을 대상으로 하는 점검을 1년에 몇 회 정도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전 교정시

설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는 그 실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2년 1회 정도를 명시

하고, 이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순회점검은 1년에 1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시찰을 하도록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384)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시행 2011. 8. 4. 법무

부령 제745호, 2011. 8. 4, 전부개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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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찰도 정기화가 요구된다.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판사 또는 검사에 의한 시찰

은 해당 사건 관련 시설의 운용상태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형기관의 인권보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그 주된 목적이 

시설 내 인권 상황에 대한 확인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권보호기관으

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기적인 현장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명시하여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제6절 |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의 관리

1. 정신이상수용자

교정시설에 수용되기 전이나 수용된 후 정신이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통상 수용자

와는 다른 치료의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특성상 이러한 수용자

에 대한 교정이나 계호 등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므로, 별도의 시설에 분리하

여 수용할 필요가 있다.

｢최저기준규칙｣은 정신병이 있는 수용자는 교도소가 아니라 정신과 의료시설로 가

능한 한 빠르게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밖의 정신장애나 정신이상수용자는 

의료관리를 받는 전문 시설에서 처우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 정신이상수용자 등은 

교도소에 있을 경우 의무관의 특별감독 하에 두어야 하며, 교정시설의 의무부서는 

모든 수용자에게 정신의학적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도 규정하고 있다(제82조).

우리나라 ｢형집행법｣은 정신질환치료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 하에 치료감

호시설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7조 제2항),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의 경우

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제39조 제2

항). 또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의 경우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제95조).

우리나라 교정기관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치료중점교도소로 이송하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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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하고 있다. 즉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르면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 장애에 해당하는 자로서 잔여형기가 3개월 이상인 수형자는 정신질환 치료

중점교도소로 이송하여 치료하며(제19조), 이 수용자에 대해 소장은 “의무관의 진단서 

및 외부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교정청에 이송을 신청”한다(제21조 제1항). 

소장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치유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관찰한 

후 완치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이송을 신청하고 이입 후 6개월 이내의 자에 

대해서는 이송을 자제하여야 한다(동 지침 제24조). 집중치료 기관에서 정신질환 치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잔여 형기가 3개월 이하인 자는 연고지 인근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67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건강서비스 강화 수용,385) “수용자 및 

교도관들에 대한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386)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행하

고 있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 숫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교정

본부에서도 진주교도소를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중점교도소로 운영하고 있으나, 한 

군데로는 부족한데다가 각 교정시설별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인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표 3-6-1] 교정시설 정신질환자 수용현황(2014~2018년)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인 원(명) 2,560 2,880 3,296 3,379 3,665

전년대비 증가율 -0.02% 12.5% 14.4% 2.5% 8.5%

교정시설내 환자중 

정신질환자 비율
11.0% 11.9% 13.6% 14.6% 15.1%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2019 교정통계연보』(2019), 95면 [표 III-9], 97면 [표 III-11] 재구성.

교도소 내 정신질환자 증가에 맞추어 각 교도소는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인원을 

추가하며 시설도 보완하고 있다. 국제규범에서는 정신병이 있는 수용자는 모두 정신

385) 국가인권위원회, �2016년 건강권실태조사�, 2018. 8. 22.

386) 국가인권위원회 2015. 2. 24. 14방문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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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료시설로의 빠른 이송, 전문시설에서의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중증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잔여형기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치료중점교도소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

적으로 모든 정신병을 호소하는 인원을 전문시설로 이송하여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

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정신질환의 단계에 따라 치료를 세분화 하고 각 교정시설

에 정신과 치료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외국인 수용자는 언어와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하여 별도의 처우가 요구된다. 이 

중 우선 외국인 수용자에 대해 국제규범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차별금지’ 항목이

다.387) 「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관한 권고」에 따르면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 국적만을 

기준으로 교정시설 수용지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동일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

이라고 하더라도 그 밖의 기준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국인 수용자와의 동등한 처우가 필요한데, 교육, 작업, 

직업훈련 등이 그것이다. 또한 외국인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석방에 있어서 내국인 

수용자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외출 및 구금 대신에 부과되는 처분에 

있어서 동일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집행법｣은 외국인 수용자에 대해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처우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제54조 제3항), 또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특히 그 처우를 

전담하는 시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되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7조 제6항). ｢형집행

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수형자 처우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55조). 또한 외국인 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종교, 생활관습, 민족감정 등을 고려하여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며, 수용설비도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57조).

387) 최영신･이승호･윤옥경･금용명,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III) -교정처우

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3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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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미결수용자는 기본분류 대상에 속하며(｢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45조 제4호), 내국인과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

다. 국내 법령은 대체적으로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규정은 외국인 수용자를 분리하여 

별도로 처우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외국인 수용자의 차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인 수용자도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국내 

수용시설에서 형벌이 집행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형집행법｣이나 그 하위법령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수용생활에 있어서 내국인

과의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시가 명확하지 

않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형집행법｣이나 시행령 등 법령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 

금지 항목과 교육, 작업, 교육훈련, 교정, 교화 등에 있어서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외국인 수용자의 영사 등과의 접촉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에는 내국인 수용자와는 달리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현재의 

환경 또한 자신이 살아온 생활환경과 차이가 있다. 또한 가족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국적이 외국인이므로 우리나라의 형사절차 등을 이해하기 위해

서 통역이나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최저기준규칙｣은 

외국인 수용자는 외교대표 또는 영사와의 소통에 대한 편의,388) 독립 통역사의 지원이 

허용되어야 한다389)고 규정한다. 또한, 교도소법 및 구금 관련 법규, 규정된 방식으로 

정보를 구할 권리,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법률 자문을 받을 권리, 청원 및 

불복절차, 피구금자의 의무(규율위반에 대한 처벌 포함), 교도소 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모든 사항 등의 정보가 피구금자의 필요에 따라 가장 통용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55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집행법｣은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한 

적정한 처우 의무(제54조 제3항), 외국인전담교정시설 운용 등에 대해 규정한다(제57

388) ｢최저기준규칙｣ 제62조 ① 외국인인 피구금자는 소속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영사와 소통하기 

위한 상당한 편의가 허용되어야 한다.

389) ｢최저기준규칙｣ 제61조 ② 피구금자가 구금지역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교정당국은 

독립 통역사의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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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6항). 단, 전담교정시설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제57조 제6항 단서). 

원칙적으로 “수용자와 교정시설 외부의 사람이 접견하는 경우에 접견내용이 청취･

녹음 또는 녹화될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

한 사정이 있으면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도관 

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령｣ 제60조).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교화프로그램 운영(제55

조), 분쟁소지 가능성에 따른 분리 수용(제57조 제1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외국인 

수용자에 대해 그 생활양식을 고려한 설비제공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제57조 제2

항). 또,“외국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

정”하여 일상 면담, “고충해소, 통역･번역 및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이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 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 조력을 하도록 규정한다(제56조). 

현행 법령에서는 외국인에게 통역을 제공하고, 그 문화나 생활관습에 맞게 여건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국제규범에서와 같은 

독립된 통역사 제공이나 영사와 소통하기 위한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법의 경우에는 수용자와의 소통을 교도관인 전담

요원에게 맡기고 있다. 여러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수용되고 있는 외국인전담교

도소의 경우에는 각 언어를 구사하는 교도관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겠지만, 교대근

무를 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외국인전담

교도소로 가지 못하는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에는 통역을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개별 교정시설이나 몇 개의 교정시설을 권역별로 묶어서 외국어 구사

가 가능한 통역전문가를 채용 또는 선발하여 영사관이나 법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이나 시행령 등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4.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종교와 문화의 존중

외국인 수용자는 종교나 문화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차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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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권고｣ 제5조는 이러한 차별을 막기 위해 

외국인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상의 계율과 관습이 존중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국내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출신국가,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음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5조). 외국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그가 사용하는 언어나 생활문

화 등을 고려한 처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4조 제3항), 외국인 수용자는 전담

교정시설에서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게 되어 있다(제57조 제6항). 종교나 생활

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 수용자 간에는 분리하

여 수용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수용설비도 그 생활양식을 고려하

여 제공하도록 노력한다(동 규칙 제57조 제2항). 식사도 소속 국가의 문화를 고려하고 

있다(동 규칙 제58조 제2항).

현재 외국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대전, 천안, 청주여자교도소 등 3곳을 전담교정시

설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외국인에 대해서 문화나 관습이 고려되고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식단은 한식, 양식, 이슬람식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외국인 수용자는 기본적으로 내국인 수용자와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외국인은 

살아온 문화와 관습이 다르므로 내국인과 다른 처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

만 국내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처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만을 나타내고 있고, 

여러 내용이 분산되어 있어서, 체계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외국인 보호에 관한 절을 추가하여 외국인의 국적과 문화에 따른 구분수용, 종교나 

문화를 고려한 식사제공(할랄이나 히잡 착용 등 구체적인 문화에 대한 존중은 행정

규칙에서 명시), 종교에 따른 생활 방식 존중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5. 성적소수자에 대한 처우

성적소수수용자는 성적 정체성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대인관계나 일상생활 등에서 

일반적인 수용자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용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들을 처우할 필요가 있다.



제3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제도적 요소’ 평가 157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며, 동시

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국가는 이러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형집행법｣은 이러한 헌법에서의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때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도 포함된다. ｢형집행법｣은 이렇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를 선언함으로써 성적 소수 수용자도 다른 수용자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을 규정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방법, 분류방법, 의료지원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390)

행정규칙에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에 따르면, 소장은 ‘일반인과 다른 

성적 지향, 성정체성, 신체 등을 지닌 신입수용자’를 상담하고 의무관이 판단한 결과에 

따라 안정된 수용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상담자를 지정해야 하고, 외부전문의 진료 

등 의료처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의의 의견과 상담결과 등에 따라 성적소수

수용자의 성적 정체성에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사고 예방 

및 사회복귀를 위해 혼거수용할 수도 있다. 성적소수수용자에 대해서는 운동이나 목

욕을 별도로 실시하고, 이동시 단독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며, 수용거실 앞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계호시설을 보강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수용자와 분리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성적 소수 수용자는 그 성적 정체성에 맞게 처우를 하되, 두발 길이 

등 자신의 신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성적소수자 중 하나로 성전환수용자의 처우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

관에게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성소수자 처우)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성소수 수용자 수용 현황 및 처우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391) 법무부장관은 이 권고를 수용하

기로 한 바 있다.

390) 성적 소수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국제규범 및 각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허경미, “성적 소수

(LGBT) 수용자 인권처우의 한계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2호

(2017), 198-201면 참조.

391) 국가인권위원회 2019. 3. 29. 17진정072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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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 법령에서는 성적소수수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가 

드러나 있지 않으나, 실무규정에서는 일부 성적소수수용자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처

우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성적소수수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각각의 특성

에 따른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7절 | 소년･여성수용자 처우

소년수용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2014년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에서 ｢유엔소년보

호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비해 국내법규의 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된392) ‘소

년교도소의 규모’, ‘보호장비와 강제력 제한’, ‘징벌절차’, ‘사회복귀’ 항목을 중심으로 

현행 법령을 평가하였다. 또한, 실무 면에서는 2014년 평가에서 국제규범에 비추어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평가된 ‘보호장비와 강제력의 제한’, ‘징벌절차’, ‘사회복귀’, ‘직

원의 전문성’을 현재 시점에서 재평가하였다.393)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2014년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에서 국제규범에 

비추어서 ‘불충분’과 ‘불량’ 판정을 받은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국내법

령에 대한 2014년 평가에서는 ‘정신건강’, ‘교정인력과 훈련’ 항목이 ｢유엔여성수용자

처우규칙｣ 등 국제규범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394) ‘이송’, ‘신체제한장

치’, ‘평가와 분류’ 항목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해당 항목에 대해 교정실제도 

거의 같은 평가를 내렸다.395)

392) 최영신･이승호･윤옥경･금용명,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III) -교정처우

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502면.

393) 최영신･이승호･윤옥경･금용명,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III) -교정처우

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503-504면.

394) 최영신･이승호･윤옥경･금용명,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III) -교정처우

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507면.

395) 최영신･이승호･윤옥경･금용명,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III) -교정처우

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5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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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교소도의 규모

소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범죄에 비해 교육과 교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처우를 

진행하여야 하며, 범죄의 학습을 방지하기 위해 성인과 소년은 분리하여 수용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따라서 국제규범에서도 성인과 소년의 분리를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규모 면에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유엔소년보호규칙｣은 소년의 구금시설은 개방되어야 하며, 여기서 개방이란 보안

시설이 없거나 최소화된 곳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수용인원에 있어서는 가급적 소

규모이어야 함도 함께 명시하고 있으며, 폐쇄된 시설에 소년을 수용할 경우에도 개별

처우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그 수가 소수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0조).

우리나라 ｢형집행법｣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11조). 교도소의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신설하는 경우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소년교도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제6조 

제1항). 그 밖의 하위 법령에서는 관련 규정을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소년 범죄자의 경우 김천에 있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한다. 

김천소년교도소에는 19세미만의 남자 수형자 등이 수용되며, 경비등급은 일반경비시

설로 되어 있다(｢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여기서 일반경비시설이란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감시를 

하는 교정시설”을 말한다(｢형집행법｣ 제57조 제1항 제3호). 19세미만의 여성 수형자

의 경우에는 청주여자교도소 등에 수용되며, 청주여자교도소의 경비등급도 김천소년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일반경비시설이다.

위와 같은 규정과 실무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국내 법령상 소년교도소의 규모를 

교육과 교화, 그리고 개별처우에 적합하도록 소규모로 운영할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소년수형자의 수가 최소 105명(2018년)부터 170명(2012년) 정도로 성인수

형자에 비해 그 숫자가 적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위해서 법령에 이를 소년교도소의 규모를 소규모로 설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

하며, 소년을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 그 경비등급을 현재보다 낮게 설정하여 효과적인 

재사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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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와 강제력 제한

｢유엔소년보호규칙｣은 소년에 대한 신체적 구속과 무력의 사용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하고 있다. 즉 보호장비와 강제력의 행사는 다른 모든 수단을 강구한 

후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여야 하

며, 이러한 사용에 있어서 소년수용자에게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용은 가능한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며, 최단시간에 한하

여 허용된다. 보호장비는 소년이 자해를 하거나 타인을 해하거나 시설물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용시설의 책임자의 명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책임자는 의료담당자 등의 자문을 구하고 상급기관에 이 사실을 보고해

야 한다(제63조, 제64조). 소년이 수용된 모든 시설에서는 직원이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제65조).

｢형집행법｣상 보호장비 사용은 필요할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되며,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제99조 제1항). 이와 마찬가지로 강제력의 경우

에도 그 행사가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된다(제100조 제6항). 보호장비나 강제력의 

사용은 법에서 엄격히 그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제98조 제2항, 제100조 2항). 이러한 

규정들은 일반적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년교도소도 적용대상

에 포함된다.

｢형집행법｣은 보호장비와 강제력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소년의 경우에는 특별한 처우가 요구되므로, 소년

수용자에게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주지 않도록 그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소년수용시설에서 직원의 무기 휴대나 사용과 관련하여 국제규범은 무

기휴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설의 경비나 만약에 있을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무기

휴대는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소년교도소에서의 사용에 있어서는 제한사유가 일

부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소년수용자의 징벌절차

소년수용자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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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제규범에서는 징벌을 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소년수용자에 대한 모든 징벌은 수용소 내의 질서와 안전 유지, 기본권

에 대한 인식과 자존감 고양 등 수용시설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부합해야 하며, 소년 

수용자의 존엄성 존중 등의 원칙에 따라 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소년보호규칙｣ 

제66조). 소년에 대한 체벌이나 폐쇄된 공간, 독거실 수용 등은 금지되며, 식사량 

축소, 면회제한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제67조). 집단징벌과 노동을 부과하는 내용의 

징벌은 금지된다(제67조). 해당 행정기관은 징벌 대상 위반행위, 종류와 기간, 부과 

기관, 이의 심의 기관 등을 포함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제68조).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보고 후 지체 없이 처분을 결정해야 하며, 관계 

기관은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제69조). 소년의 징벌은 법규에 따르며, 변호

의 기회 및 공정한 심의권한을 가진 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제70조).

｢형집행법｣은 형사법률 위반 행위, 자해행위, 교육교화프로그램 거부 행위 등의 

사유가 있으면(제107조) 징벌위원회를 통하여 근로봉사, 작업장려금 삭감, 각종 매체 

시청 및 열람 제한, 작업 정지, 실외운동 정지, 접견 제한, 서신수수･전화통화 제한 

등의 징벌을 내릴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제108조). 이 중 접견제한은 위반 정도가 

경미한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되는 처분 중 하나이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5호). 징벌을 부과할 때는 나이나 성격,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형

집행법 시행규칙｣ 제216조). 그 외에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에서 특별히 소년수용

자에 대한 징벌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국제규범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령은 소년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소년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령에 소년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교정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점이나 존엄성 보장 등의 내용을 둘 필요가 있고, 특히 현행 법령에서는 접견 제한도 

징벌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소년수용자는 심리적 안정과 교육효과의 향상을 

위해 징벌의 수단으로 접견을 제한하는 처분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법령에 징벌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년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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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년수용자의 사회복귀

｢유엔소년보호규칙｣은 소년수용자는 출소 후에 사회, 가족, 학교, 직장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조기출소나 특수과정과 

같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제79조). 또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년들에게 주거와 직장, 의복 등 지원을 할 것과 기관 내 상담도 함께 규정하

고 있다(제80조).

현행 법령상 소년수용자는 성인수용자에 비해 접견 및 전화통화를 더 많이 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9조의4). 소장은 소년수용자에게 사회견학, 사회봉사, 

종교행사 참석, 문화공연 관람 등 사회적 처우의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동 규칙 제59

조의5). 또한, 소년수용자는 직업훈련대상자 선정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그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동 규칙 제125조 제2항).

행정규칙에서는 특정한 소년수용자의 경우 상담, 석방시 보호자에게 신병인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사회 복귀 관련 무의탁 또는 불우 소년수

용자는 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을 갖도록 하며(｢수

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2조), 소년수용자를 석방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보호자에게 신병이 인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 지침 제33조).

이상을 검토해 볼 때 국내 법령 및 지침 등에서는 소년수용자의 출소 후 지원이나 

조기 출소, 특수과정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년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 

교정성적이 우수한 경우 출소 허용 등 소년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5. 소년수용자를 관리하는 직원의 전문성

소년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위해 소년교도소 등 소년을 관리하는 교정시설의 

직원은 소년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전문적 처우방법을 교육받아야 한다. 

｢유엔소년보호규칙｣에서는 소년교도소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자격있는 직원, 교육자, 

직업훈련사, 상담가,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등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81조). 이 규칙은 아울러 소년교도소 직원채용의 세밀함, 직원에 대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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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보수 지급이 요구되며(제82조, 제83조), 직급간 충분한 대화가 가능한 조직구성 

및 운영(제84조),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정기적인 재교육(아동심리, 아동복지, 국제인

권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제85조).

현행 법령에서는 소년수용자에 대한 처우(｢형집행법｣ 제54조 제4항), 소년수형자의 

작업(｢형집행법 시행령｣ 제90조),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

59조의2), 소년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등에 관

한 규정은 있지만, 소년수용자 처우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 교도관의 직무에 관해서는 ｢교도관직무규칙(법무부령)｣에서 정하고 있으

나 여기에서도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으며,396) 다만 ｢소년교도소 운영지침(법무부예

규)｣에서 소년교도소 직원의 요건, 관련 연수, 복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397) 

이 중 연수에 대해서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

되지는 않는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 법령과 행정규칙의 규정은 국제규범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행정규칙에 일부 규정이 있으나, 소년교도소의 직원을 전문적으로 

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의 연수도 의무가 아니고, 

그 내용 역시 분명하지 않다.

6. 여성수용자의 이송

｢유엔여성수용자보호규칙｣은 여성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사회와의 관계 유

지를 위해 그의 근거지에 가까운 곳에 있는 수용시설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396) 교도관에 대한 교육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규정이 아니라, 

소장이 실시하는 직무수행 관련 교육 내용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

(교도관에 대한 교육 등) 소장은 교도관에 대하여 공지사항을 알리고, 포승(捕繩)을 사용하는 

방법, 폭동진압훈련, 교정장비의 사용･조작훈련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야 한다].

397) ｢소년교도소 운영지침｣ 제3조(소년교도소 직원) ①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 교화프로그램, 직업

훈련을 담임 지도하는 직원은 소년에 대한 교육능력과 책임의식이 강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교도소 근무 직원에 대하여는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에 적합한 관련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1항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복 대신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정제복이 아닌 업무용복장 또는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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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러한 조치를 통한 기대효과는 여성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가족과

의 유대관계 지속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형집행법｣은 이송요건으로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의료 기타 처우상 

필요성,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제20조 제1항). 

행정규칙상으로는 수용자가 중간처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

시설 또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로 이송이 가능하다(｢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

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 및 제40조).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여성수용자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근거지 이송관련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7. 여성수용자의 신체제한 장치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 중 주요한 것 중 하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이다. 임산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일반 수용자보다 취약하므로 처우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최저기준규칙｣도 진통 중, 분만 중 및 분만 직후의 여성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제48조 제2항), ｢유엔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도 여성수용자의 출산시 신체구속장치 사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형집행법｣은 임산부인 수용자를 특별하게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수용자가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을 한 경우 정기검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산시에는 외부의료시설 진료 지원 등을 받게 하고 있다.

임산부에 대한 보호장비 또는 신체제한장치 사용에 대해 기타 법령, 행정규칙에서

는 별도로 규정을 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건강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의무관은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산부는 보호장비 사용에 있어서 그 상태를 고려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에서 임산부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에 보호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이러한 취지가 더욱 명확해지며, 

국제규범에서 실시하는 기준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제도적 요소’ 평가 165

8. 여성수용자의 평가와 분류

여성수용자의 평가와 분류와 관련하여 ｢유엔여성수용자보호규칙｣은 교정당국이 

여성수용자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분류도구의 개발과 실행, 여성수용자의 

재활과 교정, 치료,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개별처우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제40조). 여성수용자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여성수용자의 저위험성, 높은 보안등급

과 높은 고립이 주는 해로움, 성장배경, 학대피해경험, 약물경험, 가정경제 등이 고려

되어야 하며, 여성수용자에 맞는 재사회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정신장애가 있는 여성수용자는 보안수준이 낮은 곳에 배치할 것을 규정한다.

여성수용자에 대한 평가와 분류에 있어서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은 기본적으로 남성

과 분리한다는 규정 외에 여성수용자에게 예외를 두는 내용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규정으로 소장이 여성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여성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고려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은 명시되어 있다(｢형집행법｣ 제50조 제1항).

하지만 현행 법령의 여성수용자 처우 관련 규정은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으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는 그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와 분류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규정을 법령

이나 행정규칙에 두는 것을 제안한다.

9. 여성수용자의 정신건강

｢유엔여성수용자보호규칙｣은 여성수용자에게 트라우마에 맞춘 개별화되고 성인지

적인 정신건강 치료, 회복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며(제12조), 여성수용자의 스트레

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규정한다(제13조).

｢형집행법｣에서는 여성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행정규칙에서도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 기분(정동)

장애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잔여형기가 3개월 이상인 수형자는 정신질

환 치료중점교도소에 이송･치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398) 여성수용자의 특성을 

398)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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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2013년도 조사에서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정신질환으로 1년 동안 진료를 받은 인

원이 총 40명이었으며, 그 밖에 일반교도소에서 여성수용자 중 정신질환관련 진료 

인원은 거의 없었다.399)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는 전체 환자 중 

11.0%(2014년), 11.9%(2015년), 13.6%(2016년), 14.6%(2017년), 15.1%(2018년)으로 

해마다 그 인원과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400) 여성수용자가 그 중 얼마나 되는

지는 별도의 통계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치료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한 치료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10. 여성수용자 교정인력과 훈련

여성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의 수용과 관련한 특수한 교육

을 받은 교도관이 수용관리 및 처우를 하는 것이 교정이나 처우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여성수용자의 처우는 여성교도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기준규칙｣은 남녀가 함께 수용된 교정시설의 경우 여성구역의 관리를 여성직

원에게 맡기도록 하고 있으며, 남성직원의 경우 여성직원과 동반하여서만 여성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성피구금자의 관리도 여성직원이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나 교육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81조).

｢유엔여성수용자처우규칙｣에서는 여성수용자는 여성의 특유한 사회복귀 요건에 

대해 훈련받은 여성교도관이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직원들이 여성수용

자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직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관련 법령에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한다(제29조). 아울러 교정당국은 지속적이고 명백하게 여성직

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제30조), 폭력으로부터 여성

수용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개발 및 실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제31조). 여성교도관

399) 최영신･이승호･윤옥경･금용명,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III) -교정처우

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465면.

400)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2019 교정통계연보�(2019),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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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성교도관과 동등하게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여성교도소의 모든 

직원들은 성 민감성 교육･성적인 차별･성희롱 금지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제32조). 

여성교도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여성수용자 관련 인권교육, 여성의 건강 및 응급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아동수반 수용자 관련 아동기본교육, HIV 예방과 관리 교육 

등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제33조, 제34조).

｢형집행법｣은 여성수용자가 상담이나 교육을 받거나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성교도관이 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나, 여성교도관이 부족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교도관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남성교

도관이 실내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바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두거나 

다른 여성이 입회한 상태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제51조).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은 법령상 모든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여성교도소에 근무하

는 직원들도 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남성교도관은 원칙적으로 야간에 수용자실에 있는 여성수용자에 대한 시찰이 금지

되나(｢형집행법 시행령｣ 제7조), 여성교도관만으로 수습이 어려운 교정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시설이 훼손되는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소장이 허용한 경우에는 여성수용동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71조).

그 밖에 교정시설의 운영,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운영되는 교정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2명 이상은 여성으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64조, 제265조).

국내 법령의 여성수용자 교정인력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교도소 및 여성수용동에 대한 관리는 원칙적으로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은 모든 공무원

이 받아야 하므로 여성교도소의 교도관도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부분은 국제규범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수용자 관리와 관련된 특수한 교육이나 여성직원들이 정책입안과 

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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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교도소 내에서 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여성교도관과 여성

수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근거를 명시하고, 교정에 있어서 고위직 공무원

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며, 여성수용자 관련 인권교육을 법령에서 의무화하여 여성 

교도관들의 노동 인권보호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11. 여성수용자 출소준비

｢최저기준규칙｣의 경우에는 수형자의 사회 복귀에 있어서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제87조),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에 대해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 ｢유엔여성수용자처우규칙｣은 이를 더욱 구체화 하여 여성수용자에 대해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순조로운 사회 적응을 위해 개방교도소나 중간처우센터 등을 

활용하여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개방교도소나 중간처우센터 등을 활용하게 하는 규정

을 두고 있다(제45조). 

우리나라 현행 법령에서는 여성수용자에 대해 특별히 처우등급을 부여하거나, 개방

시설이나 중간처우센터를 활용하는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

다. 다만, 여성의 경우에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도

록” 규정한다(｢형집행법｣ 제57조 제6항).

행정규칙에서는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중간처우 및 처우와 관련하여 여성수형자를 중간처우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대상자 선정시 고려되는 사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401) 

중간처우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중간처우 운영기관에 이송하여 사회적 처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02)

401)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중간처우대상자 선정기준) ① 

중간처우시설(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 또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 수용 대상자 선

정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처우급

2. 도주 및 재범가능성

3. 연령, 건강, 정신상태 등을 고려한 작업 또는 교육훈련 감당 여부

4. 가석방 가능 여부

5.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잔여형기)

6. 그 밖에 [별표 2], [별표 3]에서 정한 요건

② 여자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대상자 선정기준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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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 법령 및 행정규칙을 평가한 결과 국내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는 특별히 여성수용자를 보호하거나 배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하는 국제규범의 기준을 반영하여 

국내 법령에 여성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중간처우시설 수용, 직

업훈련 강화 등) 운영의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제8절 | 소결

1. 평가결과

평가는 미흡, 대개 양호, 양호 세 가지 결과로 분류하였다. ‘미흡’은 관련 규정이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극히 국제규범에서 제시하는 요소 중 핵심적인 요소를 제외

한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개 양호’는 국제규범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핵심적인 내용과 그 밖에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몇 가지 불충분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경우이다. ‘양호’는 국제규범에서 제시하는 요소의 대부분을 수용

하여 반영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평가결과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 표는 다음과 

같다. 기타로는 관련 규정의 차이로 인하여 우리 법령에서 특별히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으로 표시하였다.

[표 3-8-1] 인권보장역량의 ‘제도적’ 요소 평가 결과

402)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3조(중간처우 시설 이용) 개방처우

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중 제39조의 중간처우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중간처우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중간처우 운영기관에 이송하여 사회적 처우를 실시할 수 있다.

구 분 세부항목 평가결과

수용질서
수 용

수용지역 대개 양호

연령에 따른 구분수용 미흡

위험성에 따른 구분수용 양호

기타의 구분수용 ･

보 안 보호장비 대개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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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항목 평가결과

외부인력의 투입 미흡

규율과 징벌 수용자의 관여금지 미흡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기본원칙 정상성의 원칙 양호

의사의 역할

수용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양호

위생상태 관리업무 양호

수용자의 건강상태 보고 양호

의료의 기록화 양호

수형자 처우

교도작업

교도작업의 본질 양호

교도작업의 부과에 있어서 금지되는 사항 양호

교도작업의 내용상 유사성 양호

교도작업에 대한 수당 등 대개 양호

교도작업에서 수형자 보호 미흡

석방 준비

처우의 사회화 미흡

사회적응 프로그램 미흡

갱생보호 양호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 감독

권리 내용
수용자의 지위 대개 양호

수용자의 이송과 관련된 보호조치 대개 양호

권리 구제와 감찰 등
법률가의 조력 등 미흡

감찰 대개 양호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의 

관리

소수수용자

정신이상수용자 대개 양호

외국인수용자의 차별금지 대개 양호

영사 등과의 접촉 대개 양호

종교와 문화의 존중 대개 양호

성적소수자에 대한 처우 대개 양호

소년수용자

수용질서

소년교도소의 규모 대개 양호

보호장비와 강제력 제한 미흡

징벌절차 미흡

사회복귀 사회복귀 미흡

직 원 전문성 미흡

여성수용자

수용질서

이송 미흡

신체제한장치 미흡

평가와 분류 미흡

기본적 생활 정신건강 미흡

교정인력과 훈련 인력과 훈련 미흡

출소준비와 사후지원 출소준비 대개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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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에 비추어서 국내 행형기관을 제도적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우선 국제규범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법령과 행정규칙 및 제도상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은 항목을 살펴보면, 수용질서 부분에서는 ‘외부인력의 투입’ 항목과 ‘규율과 

징벌에 있어서 수용자의 관여금지 항목’이, 의사의 역할과 관련한 제도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되었으나 ‘의료의 기록화’ 항목이, 수형자 처우에 있어서는 ‘교도작업

에서 수형자 보호’항목과 ‘처우와 사회화’, ‘사회적응 프로그램’ 마련이, 수용자의 권리

보장과 교정시설 감독에 있어서는 ‘법률가의 조력 등’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소년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와 강제력 제한’, ‘징벌절차’, ‘사회복귀’, ‘직원

의 전문성’ 항목 관련 규정이 ‘미흡’하였으며, 여성수용자의 ‘이송’, ‘신체제한장치’, 

‘평가와 분류’, ‘정신건강’, ‘인력과 훈련’ 항목을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제규범에 비추어 ‘대개 양호’하다고 평가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수용질서에서 

‘수용지역’ 부분, ‘보호장비 사용’, 의사의 ‘위생상태 관리업무’, ‘교도작업에 대한 수당 

등’ 규정, ‘수용자의 지위’ 관련 규정, ‘수용자의 이송과 관련된 보호조치’ 그리고 소수

수용자 항목은 전체가 대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는 규모

설정만 ‘대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는 ‘출소준비’항목만 

‘대개 양호’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양호’한 항목으로는 ‘위험성에 따른 구분수용’, 수용자의 생활에 있어

서 기본원칙인 ‘정상성의 원칙’, 의사의 역할 중 ‘수용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수용자

의 건강상태 보고’ 항목이며 이는 2014년 국제규범 기준 평가결과에 비해 개선된 

것이다. 교도작업 부분에서는 ‘본질’, ‘부과에 있어서 금지되는 사항’, ‘내용상 유사성’ 

항목이 양호하였고, 수형자 처우에 있어서는 ‘갱생보호’ 관련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양호하다고 평가하였다.

2. 개선방향

국제기준에 비추어 행형관련 제도를 평가해 볼 때 수용자 및 교도관의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은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에는 법률유보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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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하위 행정규칙에서는 기본권 보장 향상을 위한 

규정과 단순한 절차적, 행정적인 규정을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원칙

에 따라 수용시설 내 수용자와 교도관의 인권신장을 위해 법률이나 행정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률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우선 수용자의 작업장 환경에 있어서 시설의 기준이나 안전설비 등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법령이 수형자 및 노역자의 작업장 및 직업훈련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과 수용자에게 제한되는 기본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의 인권보장 향상을 

위하여 ｢형집행법｣에 전 교정시설 대상 실태조사 정기 명문화, 순회점검, 긴급시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외부 기관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명시화 하여야 한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교정시설에 대

한 정기 실태조사, 현장조사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일반 수용자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취약하거나 특성을 고려한 배려가 필요

한 일부 수용자의 보호를 위해 ｢형집행법｣ 등 관련 법률에 다음과 같은 규정의 추가가 

필요하다. 우선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는 소년교도소의 설치 규모는 그 특성을 고려하

여 일반교도소의 규모보다는 적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도소의 규모는 500명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소년수용자는 그 특성상 일반수용자보다 교육이나 교화 요소가 강화

되어야 하고 교육･교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수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

하다. 소년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고 그에 대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는 보호장비와 강제력사용, 무기사용은 일반수용자보다 제한되어야 한다. 현재 징

벌 수단으로 사용되는 접견 제한 처분은 삭제하고, 소년수용자의 징벌은 종류 및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특성을 고려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수용자 중 

임신과 출산을 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보호장비나 신체제한장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을 둘 필요가 있다.

수용자 및 교도관의 인권신장을 위해 형집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형집행법 시행령｣에서는 교도작업의 본질이 사회복귀의 증진에 있다는 점은 

명시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인권보호의 명확성을 위해 작업의 성질상 고통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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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규정도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수용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참여, 사법상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 사회보장상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수용자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인 보호 관련 절을 추가하고,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명시, 교육, 작업, 교육훈련, 교정, 교화 등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 명시, 외국인의 국적과 문화에 따른 구분수용, 종교나 문화를 고려한 식사제공, 

종교에 따른 생활 방식 존중 등에 대한 내용의 추가가 요구된다. 또한 교도소를 권역으

로 묶어서 언어별로 통역전문가를 채용 또는 선발하여 외국인수용자가 영사관이나 

법률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도 필요하다.

행정규칙에서 내용의 신설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도작업

을 통한 수입의 사용처 명시가 필요한데, 특히 이러한 수입을 교도작업 수준 향상 

및 직업훈련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과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수용

자 호송시 모욕이나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외부와의 차단을 실시하

고, 육체적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송하는 방법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신질환 

수용자의 질환 단계에 따른 치료를 세분화 해야 하며, 각 교정시설에 정신과 치료인력 

충원 규정을 명시하는 것도 수용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소수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우선 현행 규정에 추가하여 성적소수수용자의 범위

를 명시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른 보호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는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경우 출소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 소년수용자의 재사회화 촉진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소년수

용자와 여성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와 분류,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구체화하

고 이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여야 하며, 여성정신질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

한 치료 규정의 신설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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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물적 요소 분석의 필요성 및 범위

이 장에서는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중 ‘물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내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물적 요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교정시설의 

환경적 개선 현황,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조직의 물적 

역량이란 그 조직이 상정한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재정적･조

직구조적 자원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이란, 행형기관의 목적인 

수용자의 관리와 처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리적 시설과 설비 그리고 물품을 충분

히 마련하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조직구조적 자원을 의미한다.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을 평가함에 있어서 물적 역량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까닭

은 행형시설과 설비 그리고 관급 물품과 같은 물적 요소가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행형시설은 수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교정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삶과 직업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행형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수용자의 

생활환경과 교정공무원의 직무환경의 토대가 된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것처럼 수용

자 수가 행형시설의 수용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수용 문제가 근본적으로 긴 시간 동안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직무환경

도 열악한 실정이다.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본 평가가 가지는 한계점을 

우선 밝혀두고자 한다. 민간 연구자로서 교정시설 및 설비, 교정시설 내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내부 지침의 운용 실태 등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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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에 필수적인 물적 요소(급식, 의류, 침구류, 위생설

비, 거실조명 및 냉난방 등)에 대한 평가를 간접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

사과에서 매해 실시한 법무부 소속 구금시설 실태조사(2010~2018년) 중 물적 요소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물적 역량인 의료 인프라와 교정 처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적 

역량인 교정시설 자체의 개선 및 신･증축 노력에 대한 평가는 법무부 교정본부의 

협조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행하였다.

제2절 | 교정시설 내 기본적 생활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

현재까지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 소속 검사 및 조사관 등은 매해 15개소 안팎의 

교도소･구치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하면서 청결･의료･냉난방･조명･물

품지급과 같이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 중 기본적 

생활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물적 기반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011년부터 2018

년까지 실시된 설문조사의 개요는 [표 4-2-1]과 같다.

[표 4-2-1] 법무부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중 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설문조사 개요(2011~2018년)

실태조사

실시연도

대상

기관
기간

중점점검

사항

설문인원(명)

비고방문 

교정시설
전체

2011 15개소

9개월

(2011.3

~11.)

･의료처우

･혹한기처우
948 2,030

･진정건수 다수 시설, 장

기간 실태조사 미실시 

시설 위주 선정

2012 9개소

10개월

(2012.2.

~11.)

･의료처우

･혹한기처우
539 2,362

･소망교도소 점검 최초 

실시



 제4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물적 요소’ 평가 179

주) 온나라 문서등록대장 상 �2016년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는 발간･배포된 기록이 없어 분석에 포

함시킬 수 없음을 알려둠.

출처: 법무부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발간한 각 전년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의 조사 개요 발

췌･정리.

1. 식사

교정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수용자의 주된 영양 공급원이라는 점에서 수용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식사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011년부터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설문항목에 추가되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식사에 대한 불만 응답률(매우 불만+약간 불만)은 2011년 49.1%에서 2018년 18.9%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식사 만족도 선택지에 ‘보통’이 추가된 2012년과 2018년을 

비교하더라도 식사에 대한 불만 응답률은 31.0%에서 18.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지난 9년 간 교정시설의 식단의 질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403)

403) 참고로 1986년부터 보리와 쌀 혼합식을 배급하였으나 2012년 보리수매제 폐지에 따라 ｢형 집

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수용자에게 100% 쌀밥 식사

가 배식되기 시작했다[이지선, “교도소 비싼 보리밥 대신 ‘100% 쌀밥’”, �경향신문� 2014. 6. 

실태조사

실시연도

대상

기관
기간

중점점검

사항

설문인원(명)

비고방문 

교정시설
전체

2013 11개소

9개월

(2013.4.

~12.)

･청결･의료

･조명･냉난방

･물품지급

1,335 2,371

･장애인 수용시설, 사건

접수가 많고 화상조사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

은 교정기관 위주 선정

2014 15개소

9개월

(2014.3.

~11.)

･청결･의료

･조명･냉난방

･물품지급

1,295 2,323

･정신장애인 수용시설, 

최근 3년 내 점검하지 않

은 교정시설 위주 선정

2015 16개소

9개월

(2015.3.

~11.)

･청결･의료

･조명･냉난방

･물품지급

2,038 3,118

･수용밀도가 높은 교정

시설, 최근 3년 내 미점

검시설 위주 선정

2017 13개소

10개월

(2017.2.

~11.)

･폭언･가혹행위 유무

･징계절차 및 시설관리

(청결/냉난방/조명/

물품지급)

3,097 3,809

･최근 5년간 실태조사 

결과 평가미흡기관, 노

후 교정시설, 과밀수용

시설, 최근 3년 내 미점

검 시설 위주 선정

2018 14개소

10개월

(2018.2.

~11.)

･폭언･가혹행위 유무

･징계절차 및 시설관리

(청결/냉난방/조명/

물품지급)

2,480 3,013

･노후 교정시설, 과밀수

용시설, 최근 3년 내 미

점검 시설 위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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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품위생법｣ 제52조는 집단급식소별로 영양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52개 교정기관 중 41개 기관은 1명의 영양사가 2곳의 집단급식소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사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정 당국

은 수용자의 건강에 이로운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

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표 4-2-2] 식사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2011~2018년)

(단위: 명)

응답

연도
총원 매우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2011
898

(100%)

130

(14.5%)

311

(34.6%)

(선택지 

없음)

387

(43.1%)

40

(4.5%)

30

(3.3%)

2012
539

(100%)

88

(16.3%)

79

(14.7%)

236

(43.8%)

66

(12.2%)

37

(6.9%)

33

(6.1%)

2013
1,335

(100%)

152

(11.4%)

192

(14.4%)

651

(48.8%)

193

(14.5%)

119

(8.9%)

28

(2.1%)

2014
1,295

(100%)

100

(7.7%)

144

(11.1%)

594

(45.9%)

277

(21.4%)

150

(11.6%)

30

(2.3%)

2015
2,038

(100%)

147

(7.2%)

213

(10.5%)

1,079

(52.9%)

362

(17.8%)

208

(10.2%)

29

(1.4%)

2017
3,097

(100%)

323

(10.43%)

398

(12.85%)

1,526

(49.27%)

506

(16.34%)

294

(9.49%)

50

(1.61%)

2018
2,480

(100%)

196

(7.9%)

273

(11.0%)

1,227

(49.4%)

472

(19.0%)

263

(10.6%)

49

(2.1%)

주) 온나라 문서등록대장 상 �2016년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는 발간･배포된 기록이 없어 분석에 포

함시킬 수 없음을 알려둠.

출처: 법무부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발간한 각 전년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의 조사 개요 발

췌･정리.

2. 지급물품

가. 의류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는 시설에서 지급되거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류만을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류에 대한 만족도는 수용 생활에 대한 

17자 기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172130425&c

ode=940301#csidxfa634b0a29bac71b68df954972555f7, 최종접속일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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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2013년부터 의류에 대한 만족도 설문항목에 

추가되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의류에 대한 만족도(매우 만족+약간 만족+보

통)는 설문 조사 첫해인 2013년 68.2%에서 2018년 70.2%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15% 안팎이라는 점에서 교정시

설 내에서 착용할 수 있는 의류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4-2-3] 의류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2013~2018년)

(단위: 명)

응답

연도
총원 매우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2013
1,335

(100%)

222

(16.6%)

185

(13.9%)

700

(52.4%)

118

(8.8%)

93

(7.0%)

17

(1.3%)

2014
1,295

(100%)

170

(13.1%)

180

(13.9%)

654

(50.5%)

174

(13.4%)

88

(6.6%)

29

(2.2%)

2015
2,038

(100%)

322

(15.8%)

318

(15.6%)

1,073

(52.6%)

173

(8.5%)

124

(6.1%)

28

(1.4%)

2017
3,097

(100%)

580

(18.7%)

461

(14.9%)

1,549

(50.0%)

283

(9.1%)

182

(5.8%)

42

(1.3%)

2018
2,480

(100%)

362

(14.6%)

319

(12.9%)

1,320

(53.2%)

278

(11.2%)

159

(6.4%)

42

(1.8%)

주) 온나라 문서등록대장 상 �2016년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는 발간･배포된 기록이 없어 분석에 포

함시킬 수 없음을 알려둠. 의류 만족도에 관한 설문은 2013년 실태조사부터 실시.

출처: 법무부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발간한 각 전년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의 조사 개요 발

췌･정리.

나. 침구류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가 시설에서 지급되는 침구류(이불, 베개 등)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침구는 수용자의 수면의 질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기 때문에 침구류

에 대한 만족도는 수용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1년부터 지급된 침구류에 대한 만족도가 설문항목에 추가되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침구류에 대한 불만(매우 불만+약간 불만) 응답은 설문 조사 첫해인 

2011년 55.0%에서 2018년 29.1%로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침구류 만족도 선택지에 

‘보통’이 추가된 2012년과 2018년을 비교하더라도 침구에 대한 불만 응답률은 32.7%

에서 29.1%로 감소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지난 9년 간 교정시설에서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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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류의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표 4-2-4] 침구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2011~2018년)

(단위: 명)

응답

연도
총원 매우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2011
898

(100%)

240

(26.7%)

254

(28.3%)

(선택지 

없음)

327

(36.4%)

45

(5.0%)

32

(3.6%)

2012
539

(100%)

105

(19.5%)

71

(13.2%)

246

(45.6%)

54

(10.0%)

37

(6.9%)

26

(4.8%)

2013
1,335

(100%)

239

(17.9%)

214

(16.0%)

634

(47.5%)

140

(10.5%)

81

(6.1%)

27

(2.0%)

2014
1,295

(100%)

216

(16.7%)

200

(15.4%)

616

(47.6%)

148

(11.4%)

86

(6.6%)

29

(2.2%)

2015
2,038

(100%)

362

(17.8%)

354

(17.3%)

1,017

(46.9%)

169

(8.3%)

110

(5.4%)

26

(1.3%)

2017
3,097

(100%)

615

(19.86%)

522

(16.86%)

1,506

(48.63%)

247

(7.98%)

167

(5.39%)

40

(1.28%)

2018
2,480

(100%)

381

(15.4%)

339

(13.7%)

1,297

(52.3%)

246

(9.9%)

166

(6.7%)

51

(2.1%)

주) 온나라 문서등록대장 상 �2016년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는 발간･배포된 기록이 없어 분석에 포

함시킬 수 없음을 알려둠.

출처: 법무부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발간한 각 전년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의 조사 개요 발

췌･정리.

3. 청결･위생

정기적인 목욕과 샤워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위생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적이다. 그러나 과밀수용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교정시설 내 목욕･샤워 시설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2013년부터 목욕･샤워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설문항목에 추가되었다. 교정시설에서는 동절기(10월~5월)에는 온수 목욕을 주 1회

(20분~30분) 실시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매일 냉수 목욕을 실시하고 있다. 아래 표에

서 알 수 있듯이 목욕･샤워에 대한 불만 응답률(매우 불만+약간 불만)은 설문 조사 

첫해인 2013년 42.2%에서 2018년 39.4%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전체 응답자의 20%를 넘는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내 목욕･샤워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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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목욕･샤워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2013~2018년)

(단위: 명)

응답

연도
총원 매우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2013
1,335

(100%)

340

(24.8%)

240

(17.4%)

510

(38.2%)

153

(11.4%)

86

(6.3%)

26

(1.9%)

2014
1,295

(100%)

245

(18.9%)

229

(17.7%)

511

(39.5%)

170

(13.1%)

105

(8.1%)

35

(2.7%)

2015
2,038

(100%)

528

(25.9%)

362

(17.7%)

774

(38.0%)

203

(10.0%)

155

(7.6%)

37

(1.8%)

2017
3,097

(100%)

836

(26.99%)

545

(17.60%)

1,145

(36.97%)

325

(10.49%)

200

(6.46%)

46

(1.49%)

2018
2,480

(100%)

539

(21.7%)

440

(17.7%)

952

(38.4%)

290

(11.7%)

208

(8.4%)

51

(2.1%)

주) 온나라 문서등록대장 상 �2016년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는 발간･배포된 기록이 없어 분석에 포

함시킬 수 없음을 알려둠. 목욕･샤워 만족도에 관한 설문은 2013년 실태조사부터 실시.

출처: 법무부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발간한 각 전년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의 조사 개요 발

췌･정리.

4. 생활공간

가. 조명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들에 대한 보호 및 감시를 위해서 취침 시간에도 조도를 

일정 수준의 밝기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면 시간대의 높은 조도는 수용자의 

수면의 질을 저해할 수 있기에 적절한 조도의 조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2011년부

터 수면 시간대 조도에 대한 만족도가 설문항목에 추가되었다.

[표 4-2-6]에서 알 수 있듯이 수면 조도에 대한 불만(매우 불만+약간 불만) 응답은 

설문 조사 첫해인 2011년 57.6%에서 2018년 30.7%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또한 수면 

조도 만족도 선택지에 ‘보통’이 추가된 2012년과 2018년을 비교하더라도 수면 조도에 

대한 불만 응답률은 53.4%에서 30.7%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지난 

9년 간 교정시설 내 수면 조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수용자의 수면권 보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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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수면조건(조도)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2011~2018년)

(단위: 명)

응답

연도
총원 매우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2011
898

(100%)

238

(26.5%)

279

(31.1%)

(선택지 

없음)

292

(32.5%)

55

(6.1%)

34

(3.8%)

2012
539

(100%)

146

(27.1%)

142

(26.3%)

129

(23.9%)

59

(10.9%)

21

(3.9%)

42

(7.8%)

2013
1,335

(100%)

259

(19.4%)

250

(18.7%)

541

(40.5%)

142

(10.6%)

118

(8.8%)

25

(1.9%)

2014
1,295

(100%)

283

(21.9%)

264

(20.4%)

480

(37.1%)

138

(10.7%)

96

(7.4%)

34

(2.6%)

2015
2,038

(100%)

498

(24.5%)

430

(21.1%)

777

(38.1%)

181

(8.9%)

135

(6.6%)

17

(0.8%)

2017
3,097

(100%)

758

(24.48%)

544

(17.57%)

1172

(37.84%)

330

(10.66%)

254

(8.20%)

39

(1.25%)

2018
2,480

(100%)

346

(13.9%)

417

(16.8%)

943

(38.0%)

416

(16.8%)

308

(12.4%)

50

(2.1%)

주) 온나라 문서등록대장 상 �2016년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는 발간･배포된 기록이 없어 분석에 포

함시킬 수 없음을 알려둠.

출처: 법무부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발간한 각 전년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의 조사 개요 발

췌･정리.

나. 냉난방

노후한 교정시설이 많고 최근 혹한과 혹서가 반복되는 기후 상황으로 인해서 수용

자의 생활공간인 거실 내 냉난방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다. 냉난방은 

단순히 생활의 쾌적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과밀수용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

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생활공간의 냉난방에 대한 만족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체감하는 인권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011년부터 거실 냉난방에 대한 만족도가 설문항목에 추가되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거실 냉난방에 대한 불만(매우 불만+약간 불만) 응답은 설문 

조사 첫해인 2011년 58.2%에서 2018년 43.3%로 감소하였다. 또한 냉난방 만족도 

선택지에 ‘보통’이 추가된 2012년과 2018년을 비교하더라도 냉난방에 대한 불만 응답

률은 54.4%에서 43.3%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거실 냉난방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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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시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난방 설비 개선으로 난방 상황은 상당히 

나아졌지만 냉방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 최근 혹서기에 한 교도소의 조사수용방에

서 수용자가 더위를 못 이겨 사망한 사건404)을 보더라도 교정시설 내 냉방 설비 확충

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표 4-2-7] 거실 냉난방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2011~2018년)

(단위: 명)

응답

연도
총원 매우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2011
898

(100%)

299

(33.3%)

223

(24.8%)

(선택지 

없음)

275

(30.6%)

72

(8.0%)

29

(3.2%)

2012
539

(100%)

208

(38.6%)

85

(15.8%)

156

(28.9%)

39

(7.2%)

24

(4.5%)

27

(5.0%)

2013
1,335

(100%)

445

(33.3%)

240

(18.0%)

446

(33.4%)

102

(7.6%)

85

(6.4%)

17

(1.3%)

2014
1,295

(100%)

393

(30.3%)

244

(18.8%)

401

(31.0%)

146

(11.3%)

91

(7.0%)

20

(1.5%)

2015
2,038

(100%)

578

(17.8%)

363

(17.8%)

746

(36.6%)

187

(9.2%)

147

(7.2%)

17

(0.8%)

2017
3,097

(100%)

1035

(33.42%)

518

(16.73%)

1037

(33.48%)

276

(8.91%)

191

(6.17%)

40

(1.29%)

2018
2,480

(100%)

616

(24.8%)

459

(18.5%)

888

(35.8%)

290

(11.7%)

184

(7.4%)

43

(1.8%)

주) 온나라 문서등록대장 상 �2016년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는 발간･배포된 기록이 없어 분석에 포

함시킬 수 없음을 알려둠.

출처: 법무부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발간한 각 전년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의 조사 개요 발

췌･정리.

5. 요약

이 절에서는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에서 2010년부터 매해 실시하고 있는 법무

부 소속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 중 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시설 내 의식주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지난 9년간 ‘식사’, 

‘수면 시간대 조명’, ‘침구류’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의류’, ‘목욕･

404) 오창익, “[오창익의 인권수첩]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 이건 아니다”, �경향신문� 2016. 8. 31.자 

칼럼(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312113005&code=

990100#csidxef185f1ddfdb35786fb4388ada0e3a9, 최종접속일 201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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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냉난방’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특히, 목욕과 샤워 그리고 

냉난방은 과밀화된 교정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청결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점에서 관련 설비 확충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된 교정본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제3절 |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1. 수용자 진료 및 건강검진 현황

아래에서는 수용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 문제에 대한 사후적 조치인 진료 현황

과 질병의 조기 발견과 같은 사전적 조치인 건강검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교정시설 내 진료 현황

수용자는 비좁고 열악한 생활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제한적으로만 운동과 작업

이 허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대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405) 따라서 

수용자들이 시설 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 [표 4-3-1]은 2018년 

기준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 진료 현황을 보여준다. 교정시설 내 진료의 종류는 

투약, 처치, 투석, 수술, 의학적 상담으로 구분된다. 이 중 투약이 전체 진료 건수의 

95% 이상을 차지하였고, 마취제를 사용하는 치료 방식인 수술의 경우 전체 진료 건수

의 0.03%에 못 미쳤다. 전체 진료 건수는 2009년 약 587만 건에서 2018년 922만 

건으로 1.6배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405) 주영수 등,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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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교정시설 내 진료 현황(2009~2018년)

(단위: 명)

구분

연도
계 투약 처치 혈액투석 수술 의학적 상담

2009
5,879,603

(100%)

5,730,714

(97.5%)

76,921

(1.3%)

2,493

(0.0%)

1,586

(0.03%)

67,889

(1.2%)

2010
5,324,541

(100%)

5,184,393

(97.4%)

64,959

(1.2%)

2,980

(0.1%)

1,409

(0.03%)

70,800

(1.3%)

2011
5,040,052

(100%)

4,889,395

(97.0%)

65,700

(1.3%)

4,248

(0.1%)

1,267

(0.03%)

79,442

(1.6%)

2012
5,204,096

(100%)

5,017,624

(96.4%)

81,405

(1.6%)

4,631

(0.1%)

1,494

(0.02%)

98,942

(1.9%)

2013
5,476,751

(100%)

5,263,275

(96.1%)

86,464

(1.6%)

5,055

(0.1%)

1,238

(0.02%)

120,719

(2.2%)

2014
6,992,5

(100%)

6,755,202

(96.6%)

89,086

(1.2%)

5,232

(0.2%)

1,545

(0.02%)

141,630

(2.0%)

2015
8,111,306

(100%)

7,820,854

(96.0%)

114,551

(1.4%)

5,813

(0.5%)

1,855

(0.02%)

168,233

(2.1%)

2016
9,493,188

(100%)

9,203,966

(96.5%)

120,434

(1.3%)

7,102

(0.5%)

1,950

(0.02%)

159,736

(1.7%)

2017
8,996,083

(100%)

8,689,740

(96.0%)

122,310

(1.4%)

7,503

(0.7%)

1,558

(0.02%)

174,972

(1.9%)

2018
9,224,453

(100%)

8,877,108

(95.7%)

141,536

(1.5%)

9,068

(0.7%)

1,301

(0.01%)

195,440

(2.1%)

주) 수술: 마취제를 사용하여 치료.

처치: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은 간단한 치료(드레싱, 깁스 제거 등).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2019 교정통계연보�(2019), 93면.

나. 외부 진료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법무부장관 청원,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실태조사 시 개선조

치 요구 사항 등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수용자들은 외부의료시

설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표 4-3-2]는 2018년 기준 최근 10년간 외부의료시

설 진료 현황 및 소요 예산을 보여준다. 외부의료시설 진료 건수는 2009년 약 2만 

8천여 건에서 2018년 5만여 건으로 1.4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리고 외부의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는 90% 이상의 빈도로 법무부 교정본부의 예산으로 지불되는데, 

이에 소요된 예산은 2009년 약 100억 원에서 2018년에는 약 218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외부의료시설 진료의 건당 소요 예산은 2009년 평균 35만 원가량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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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2018년에는 평균 54만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부의료시설 진료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교정 당국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교정 인력 운용에도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외부의료

시설 진료는 단순히 수용자의 진료 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

까지 이동하고 진료를 마치고 다시 교정시설로 복귀하는 시간동안 계호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칭) 교정병원을 설립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

터 진행되고 있지만 전문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표 4-3-2] 외부의료시설 진료 인원 및 예산(2009~2018년)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연도

외부의료시설

진료 건 수

진료 건 수 증감률

(’09년 기준)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계 예산부담 수용자부담

2009 28,765 100%
11,074

(100%)

9,996

(90.3%)

1,077

(9.7%)

2010 27,525 96%
12,168

(100%)

10,865

(89.3%)

1,302

(10.7%)

2011 26,046 91%
13,772

(100%)

12,420

(90.2%)

1,352

(9.8%)

2012 26,333 92%
15,277

(100%)

13,926

(91.2%)

1,351

(8.8%)

2013 27,363 95%
14,318

(100%)

12,362

(86.3%)

1,956

(13.7%)

2014 30,302 105%
12,339

(100%)

10,661

(86.4%)

1,678

(13.6%)

2015 32,231 112%
17,421

(100%)

15,568

(89.4%)

1,853

(10.6%)

2016 34,709 120%
18,796

(100%)

16,532

(88.0%)

2,263

(12.0%)

2017 37.403 130%
22,815

(100%)

20,403

(89.4%)

2,412

(10.6%)

2018 40,578 141%
24,599

(100%)

21,834

(88.8%)

2,765

(11.2%)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2019 교정통계연보�(20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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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격의료 현황

외부의료시설 진료가 계호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교정

시설 내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초진 후에는 화상 면담을 통해서 외부의료시설

의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과 관찰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표 4-3-3]은 2018년 기준 최근 10년간 외부의료시설 진료 현황 및 

소요 예산을 보여준다. 원격의료 시스템을 통해 진료를 받은 수용자의 수는 2009년 

약 5천 명에서 2015년 1만 여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2018년에는 1만 7천 명으로 

2009년에 비해 3.4배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원격의료에 따른 진료비는 외부의료시설 진료와 달리 수용자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

가 2018년 현재 59.8%에 이른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원격의료 시스템을 통한 

진료 시 자비로 진료비를 부담하는 인원의 비율이 10분의 1 안팎으로 저조했지만, 

2014년부터 자비로 원격 진료비를 부담하는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그 후로 3년만인 

2016년부터는 절반 이상의 인원이 자비로 원격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원격의료 시스템 확대는 외부의료시설 진료로 발생하는 교정 인력 운용상의 부담과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수용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3-3] 원격의료 인원 및 예산(2009~2018년)

(단위: 명, 천원)

구분

연도

진료

인원

수용형태 비용부담 주체 치료비 집행 내역

기결 미결 관비 자비 무료 계 관비 자비

2009
4,954

(100%)

3,546

(71.6%)

1,408

(28.4%)

4,248

(85.7%)

608

(12.3%)

98

(2.0%)

192,114

(100%)

165,605

(86.2%)

26,509

(13.8%)

2010
5,853

(100%)

4,208

(71.9%)

1,645

(28.1%)

5,000

(85.4%)

784

(13.4%)

69

(1.2%)

248,974

(100%)

214,847

(86.3%)

34,128

(13.7%)

2011
5,548

(100%)

4,173

(75.2%)

1,375

(24.8%)

5,030

(90.7%)

414

(7.5%)

104

(1.9%)

284,922

(100%)

252,090

(88.5%)

32,832

(11.5%)

2012
6,474

(100%)

4,876

(75.3%)

1,598

(24.7%)

6,028

(93.1%)

388

(6.0%)

58

(0.9%)

297,756

(100%)

276,184

(92.8%)

21,572

(7.2%)

2013
6,864

(100%)

4,786

(69.7%)

2,078

(30.3%)

6,203

(90.4%)

643

(9.4%)

18

(0.2%)

319,896

(100%)

283,291

(88.6%)

36,605

(11.4%)

2014
8,118

(100%)

4,949

(61.0%)

3,169

(39.0%)

6,205

(76.5%)

1,871

(23.0%)

42

(0.5%)

323,010

(100%)

242,406

(75.0%)

80,604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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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2019 교정통계연보�(2019), 97-98면.

라. 건강검진 현황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입소자를 포함한 전 수용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표 4-3-4]는 2018년 기준 최근 10년간 수용자 건강검진 인원 현황 

및 소요 예산을 보여준다. 2008년까지 22개였던 검진항목에 2009년부터 여성 수용자

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사 등이 추가되어 검진항목이 30개로 확대되었다. 수용자 1인당 

건강검진 비용은 최근 10년간 약 2만 원 안팎이 사용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례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강검진은 입소 시에만 일회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되고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정기

적인 건강검진으로 수용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한다면 질병을 사후 발견한 

후 그 치료에 들어가게 될 인적･물적 자원을 절감할 수 있다.

[표 4-3-4] 수용자 건강검진 실시 현황(2009~2018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연도

진료

인원

수용형태 비용부담 주체 치료비 집행 내역

기결 미결 관비 자비 무료 계 관비 자비

2015
10,498

(100%)

6,565

(62.5%)

3,933

(37.5%)

5,761

(54.9%)

4,670

(44.5%)

67

(0.6%)

461,686

(100%)

333,046

(72.1%)

128,640

(27.9%)

2016
12,492

(100%)

7,151

(57.2%)

5,341

(42.8%)

5,258

(42.1%)

7,193

(57.6%)

41

(0.3%)

449,135

(100%)

269,455

(60.0%)

179,680

(40.0%)

2017
14,377

(100%)

7,854

(54.6%)

6,523

(45.4%)

5,487

(38.2%)

8,880

(61.8%)

10

(0.1%)

544,440

(100%)

301,918

(55.5%)

242,522

(44.5%)

2018
16,799

(100%)

10,094

(60.1%)

6,705

(39.9%)

5,977

(35.6%)

10,040

(59.8%)

782

(4.6%)

465,383

(100%)

245,487

(52.7%)

219,896

(47.3%)

구분

연도
실시 대상 실시 인원 소요 예산

2009
전 수용자

(검진항목 확대 22개→ 30개 항목, 여성 자궁경부암 검사 추가)
31,609 620

2010
수용자

(흉부방사선 촬영 등 총 30개 항목)
32,612 750

2011 전 수용자 32,858 830

2012 전 수용자 32,125 847

2013 전 수용자 34,223 749



 제4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물적 요소’ 평가 191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2019 교정통계연보�(2019), 93면.

2. 교정시설 내 진료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법무부장관 청원,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실태조사 시 개선조

치 요구 사항 등에 대한 내용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의료 처우에 대한 수용자들의 

불만이 상당한 실정이다(제2장 제2절 참조). 진료권 제한에 관한 진정의 비중은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된 구금시설 관련 사건 중 5분의 1을 넘는 수준이어서 인격권 침해 

다음으로 많이 접수되는 교정처우 불만 사항이다. 또한 법무부 인권국 인권침해신고

센터에 의료처우에 관련하여 신고 및 접수된 사건이 전체 접수 사건의 15%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406) 이와 같은 진정･청원 

등의 현황을 보더라도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교정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관련 만족도는 수용자들이 체감하는 인권 상황

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아래에서는 교정시설 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를 진료의 신속성과 진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진료 신속성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빠른 진료를 원하듯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수용자도 신속한 진료를 통한 고통의 완화를 바란다. 실제 

진료 관련 불만 중 상당수가 교정시설 내에서의 진료 지연에 관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 

406) 김은경･강태경･김정연, �인권침해신고센터의 발전방안�,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5, 52면 

참조.

구분

연도
실시 대상 실시 인원 소요 예산

2014 전 수용자 35,935 881

2015 전 수용자 38,972 927

2016 전 수용자 41,149 981

2017 전 수용자 41,778 807

2018 전 수용자 38,943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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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에서부터 진료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 항목을 조사하였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진료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는 

설문 조사 첫해인 2010년 59.4%(매우 만족+약간 만족)에서 2018년 64.8%(매우 만족+

약간 만족+보통)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만족도 선택지에 ‘보통’ 항목이 추가된 

2013년 만족도가 63.8%였다는 점에서 지난 5년간 진료 신속성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

도는 답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표 4-3-5] 진료 신속성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2010~2018년)

(단위: 명(%))

주) 온나라 문서등록대장 상 �2016년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는 발간･배포된 기록이 없어 분석에 포

함시킬 수 없음을 알려둠.

출처: 법무부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발간한 각 전년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의 조사 개요 발

췌･정리.

나. 진료 품질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

만족스러운 진료는 신속한 진료뿐만 아니라 양질의 진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 구금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실태조사에서부터 

응답

연도
총원 매우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2010
719

(100)

112

(15.6)

161

(22.4)

(선택지 

없음)

319

(44.4)

108

(15.0)

19

(2.6)

2011
898

(100)

164

(18.3)

227

(25.3)

(선택지 

없음)

350

(39.0)

119

(13.3)

38

(4.2)

2012
539

(100)

114

(21.2)

146

(27.1)

(선택지 

없음)

207

(38.4)

32

(5.9)

40

(7.4)

2013
1,335

(100)

187

(14.0)

270

(20.2)

471

(35.3)

292

(21.9)

88

(6.6)

27

(2.0)

2014
1,295

(100)

148

(11.4)

216

(16.7)

467

(36.1)

321

(24.8)

101

(7.8)

42

(3.2)

2015
2,038

(100)

334

(16.4)

422

(20.7)

773

(37.9)

361

(17.7)

115

(5.7)

33

(1.6)

2017
3,097

(100)

541

(17.47)

555

(17.92)

1220

(39.39)

581

(18.76)

155

(5.00)

45

(1.46)

2018
2,480

(100)

344

(13.9)

466

(18.8)

864

(34.8)

573

(23.1)

171

(6.9)

6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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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신속성과 구분하여 진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 항목을 조사하였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진료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설문 조사 첫해인 2010년 54.3%(매우 만족+

약간 만족)에서 2018년 60.9%(매우 만족+약간 만족+보통)로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만족도 선택지에 ‘보통’ 항목이 추가된 2013년 만족도(55.4%)와 비교하더라도 지난 

5년간 진료의 품질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는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진료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4-3-6] 진료의 질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2010~2018년)

(단위: 명(%))

주) 온나라 문서등록대장 상 �2016년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는 발간･배포된 기록이 없어 분석에 포

함시킬 수 없음을 알려둠.

출처: 법무부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발간한 각 전년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의 조사 개요 발

췌･정리.

교정시설 내 진료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여전히 교정시설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수용자의 3분의 1 이상이 진료의 신속성과 

품질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응답

연도
총원 매우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2010
719

(100)

139

(19.3)

185

(25.7)

(선택지 

없음)

311

(43.3)

79

(11.0)

5

(0.7)

2011
898

(100)

159

(17.7)

272

(30.3)

(선택지 

없음)

348

(38.8)

85

(9.5)

34

(3.8)

2012
539

(100)

112

(20.8)

197

(36.5)

(선택지 

없음)

170

(31.5)

20

(3.7)

40

(7.4)

2013
1,335

(100)

259

(19.4)

318

(23.8)

502

(37.6)

173

(13.0)

64

(4.8)

19

(1.4)

2014
1,295

(100)

194

(15.0)

285

(22.0)

506

(39.1)

215

(16.6)

57

(4.4)

38

(2.9)

2015
2,038

(100)

230

(11.3)

377

(19.5)

944

(46.3)

363

(17.8)

108

(5.3)

16

(0.8)

2017
3,097

(100)

637

(20.57)

660

(21.31)

1271

(41.04)

348

(11.24)

126

(4.07)

55

(1.77)

2018
2,480

(100)

374

(15.1)

516

(20.8)

1019

(41.1)

363

(14.6)

130

(5.2)

7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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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정시설 내 의료 인프라

가. 교정시설 의료인력 현황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가 정하고 있는 의사 1인당 진료인원 60명, 간호사 1인당 

간호인원 30명이라는 기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교정시설 내 환자인 수용자가 

17,543명을 기준으로 교정시설 내 의사는 176명, 간호사는 473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표 4-3-7]은 2018년 기준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의료인력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2009년 261명이었던 교정시설 의료인력은 2018년 302명으로 41명 증원되었다. 앞서 

살펴본 교정시설 내 진료 현황에서 2009년에 비해 진료 건 수가 1.6배가량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의료인력은 16% 정도밖에 증원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료 서비스 

수요와 의료 인력 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표 4-3-7] 교정시설 의료인력 현황(2009~2018년)

(단위: 명)

주) (     )는 정원 현황임.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2019 교정통계연보�(2019), 103면.

구분

연도
계 의무 약무 간호 의료기사 공중보건의

2009
261

(187)

88

(97)

3

(3)

72

(72)

15

(15)
83

2010
266

(211)

87

(100)

3

(6)

80

(90)

15

(15)
81

2011
261

(227)

90

(100)

5

(9)

87

(93)

15

(25)
64

2012
290

(245)

89

(100)

8

(15)

93

(97)

33

(33)
67

2013
294

(246)

91

(101)

9

(14)

94

(98)

33

(33)
64

2014
290

(248)

92

(102)

10

(14)

95

(99)

33

(33)
60

2015
282

(251)

87

(103)

11

(13)

99

(102)

32

(33)
53

2016
279

(255)

83

(104)

11

(13)

103

(105)

33

(33)
49

2017
294

(260)

93

(109)

13

(13)

105

(105)

33

(33)
50

2018
302

(273)

93

(116)

11

(13)

110

(111)

33

(3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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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신질환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를 위한 인프라

[표 4-3-8]은 2018년 기준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수용자 현황을 보여준

다. 정신질환수용자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약 2천여 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3,665명으로 약 1.7배가량 증가하였다.

[표 4-3-8] 정신질환수용자 병명별 현황(2009~2018년)

(단위: 명(%))

구분

연도

계

병명별 수용자 인원

치매
행동

장애

정신

분열

우울

증

불안

장애

수면

장애

인격

장애

정신

발육

지체

정신

발달

장애

정서

장애
기타

2012
2,177

(100)

29

(1.3)

87

(4.0)

358

(16.4)

779

(35.8)

384

(17.6)

374

(17.2)

46

(2.1)

12

(0.6)

0

0.0)

6

(0.3)

102

(4.7)

2013
2,607

(100)

19

(0.7)

78

(3.0)

401

(15.4)

917

(35.2)

425

(16.3)

490

(18.8)

54

(2.1)

15

(0.6)

3

(0.1)

8

(0.3)

197

(7.6)

2014
2,560

(100)

21

(0.8)

80

(3.1)

347

(13.6)

856

(33.4)

398

(15.5)

568

(22.2)

73

(2.9)

31

(1.2)

8

(0.3)

9

(0.4)

169

(6.6)

2015
2,880

(100)

32

(1.1)

185

(6.4)

400

(13.9)

925

(32.1)

435

(15.1)

632

(22.0)

64

(2.2)

18

(0.6)

4

(0.1)

8

(0.3)

177

(6.2)

2016
3,296

(100)

33

(1.0)

136

(4.1)

365

(11.1)

1,044

(31.7)

563

(17.1)

788

(23.9)

71

(2.1)

14

(0.4)

9

(0.3)

27

(0.8)

246

(7.5)

2017
3,379

(100)

31

(0.9)

193

(5.7)

329

(9.7)

1,131

(33.5)

472

(13.9)

963

(28.5)

66

(1.9)

18

(0.5)

2

(0.1)

15

(0.4)

159

(4.7)

2018
3,665

(100)

27

(0.7)

146

(4.0)

416

(11.3)

146

(31.3)

556

(15.2)

1032

(28.2)

50

(1.4)

18

(0.5)

4

(0.1)

27

(0.7)

243

(6.6)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2019 교정통계연보�(2019), 97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수용자들이 종종 보도되는 것과 달리,407) 우울증･수면장애･불

안장애와 같은 신경증이 수용자가 앓고 있는 대표적인 3대 정신질환이다. 이와 같은 

신경증은 수용자의 심리적 취약성과 같은 내인(內人) 외에도 폐쇄되고 비좁은 공간에

서 여러 수용자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교정시설의 생활환경과 같은 외인(外因)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과밀수용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407) 김민상･이은지･남궁민, “전국 교도소에 조현병 400명…“집단생활 중 구타당하거나 증세 악

화””, �중앙일보� 2019. 4. 24.자 기사(https://news.joins.com/article/23449038, 최종접속일 

201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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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단기간에 수용자의 생활환경을 극적으로 개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상

황에서 단순히 약물 치료만으로는 정신질환수용자 증가 추세를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

다. 적절한 심리 상담을 약물 치료와 병행함으로써 신경증을 앓고 있는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표 4-3-9]에서 보듯이 전국 교정기관 중 11개 기관에만 심리치료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정 당국은 새로운 심리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각 기관별로 개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정신질환수

용자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온정주의적 처우가 아니라, 수용자가 수용생활

에 문제없이 교정･교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3-9] 심리치료센터 운영 현황(2018년)

(단위: 명)

구분 운영 장소 개원일 직원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남부교도소 2011. 10. 29. 13

의정부교도소 2014. 02. 26. 6

안양교도소 2018. 01. 16. 9

대구지방교정청

포항교도소 2013. 01. 30. 8

밀양교도소 2014. 09. 30. 7

진주교도소 2013. 11. 19. 7

대전지방교정청
청주교도소 2013. 05. 30. 7

천안교도소 2015. 04. 29. 6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제1) 2013. 11. 28. 7

군산교도소(제2) 2012. 12. 18. 6

목포교도소 2018. 01. 17. 8

주) 임상･상담심리전문가 및 외부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 인력이 심리치료 진행.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2019 교정통계연보�(2019), 157면.

4.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인프라

건강권 분야와 관련하여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을 평가함에 있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교정공무원의 건강 문제이다. 교정공무원도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과밀화된 

시설 내에서 오랜 시간 생활한다는 점에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도 수용자의 정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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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못지않게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의 취약한 정신건강 상태는 직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저해하고,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정의 질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은 수용자의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

현재 교정본부에서는 외부 상담 전문기관과 ‘직원 지원 프로그램(EAP)’ 계약을 체결

하여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4-3-10]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구  분 개  요

심리상담

(마음나래)

프로그램

외부

전문가 상담

◦ 외부 전문가에 의한 대면상담(또는 전화, 게시판 상담)을 통하여 심리 상담

과 심리 코칭을 실시하고 잠재적 위험군을 발굴, 집중적인 심리 지원

찾아가는 

심신케어

◦ 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인식 확산과 프로그램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전 교정

기관을 방문하여 심리상담 등을 실시

- 뇌파 검사를 실시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 진

단 실시

- 피지컬 케어를 통하여 심신 피로를 완화하고 생활 활력을 충전

긴급 

심리지원

◦ 자살사건, 폭행피해 등 발생 시 관련 직원에 대하여 즉각적인 치료 개입 실시

◦ 심층상담과 사건 충격 척도(IES-R) 등 심리검사를 통한 1:1 스크리닝을 실

시하여 고위험군을 선별, 필요 시 정신과 진료 연계

스트레스 집중치유 

프로그램

◦ 장기간의 격무 등으로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한 2박 3일간의 힐링 프로그램

◦ 워킹 테라피, 새로운 나의 자화상 그리기 등 스트레스 치유 및 자기 성찰 시

간 마련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2019. 12. 5.).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408) 첫째, 2019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총 416명의 교정공무원이 외부 전문가 상담을 총 2,790회 받았

다. 이는 2018년 한 해 총 260명이 총 1,644회 상담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큰 증가 

폭을 보인다. 둘째, ‘찾아가는 심신케어’는 2019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52개 기관 

2,151명에게 제공되었다. 이는 2018년 한 해 총 18개 기관 1,073명에게 해당 서비스가 

제공된 것과 비교하면 큰 증가 폭을 보인다. 셋째, ‘스트레스 집중 치유 프로그램’은 

2019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총 300명을 대상으로 8회 실시되었다. 이는 해당 프로그

램이 2017년 250명(7회), 2018년 270명(7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408) 이하 운영 현황은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2019. 12. 5.)에 기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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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인 증가폭을 보인다. 넷째, ‘긴급 심리지원’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11월 말까

지 197명을 대상으로 총 23회 제공되었다.409)

한편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교정공무원 정신건강(8요인: 외상증후군, 게임중독, 알코

올중독, 공격성, 우울, 무능감, 불안, 비인간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실시하였다.410)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정신건강 요인 

위험군 비율이 2016년 조사 결과에 비해 2018년 조사에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외상

증후군’, ‘알코올중독’, ‘우울’, ‘무능감’, ‘불안’이 감소하였다. 실태조사를 주관한 연구

자는 이러한 차이가 2년간 실시된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특히,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등 예방적 개입이 

포함된 포괄적인 심리 지원 체계는 정신건강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전반적인 정신건

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당 연구자는 이와 

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동료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료 상담자’ 양성, 심층 상담을 위한 외부 전문상담 연계 강화, 동료 교정공

무원의 자살에 대한 스크리닝(screening) 역량 강화 등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409) 긴급 심리지원은, 자살사건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므로 전년도와 

운영 현황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410) 양은주, �교정공무원 심리검사를 통한 정신건강 실태분석 보고서�(법무부 교정본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6)와 양은주, �교정공무원 심리검사를 통한 정신건강 실태분석 보고서�(법무부 교

정본부 연구용역보고서, 2018)의 민간이용이 제한되어 있어 이하 관련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

부 내부자료(2019. 12. 5.)를 참고하였다.

<2018년 조사 개요>

⦁검사기간: 2018. 12. 3.~12. 23.(21일간)

⦁검사방법: 크로샷을 통한 온라인 검사

⦁검사도구: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평가 척도(MHA-CO, 2016년 개발)

⦁참여인원: 4,755명(전체 교정공무원의 30%) cf. 2016년 조사 참여인원: 3,005명

⦁주관 연구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양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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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 교정시설 개선

1. 생활환경 개선

가. 수용동 난방시설 개선 및 단열재 보강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로 인해 혹한기와 혹서기가 반복되는 특성을 보이면서 

냉난방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역사상 최악

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6년에 선풍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부산교도소 조사수용방

에서 수용자 두 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은 교정시설 내 온도가 수용자의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411) 그러나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서 환자 수용동과 교도작업장을 제외하고는 수용자의 생활공간에 선풍기 

외에 냉방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 현황을 알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난방시설과 관련된 개선 현황만을 살펴본다.

교정시설 내 난방기간은 기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지만 대체로 10월 하순부터 

이듬해 4월말 정도이다. 일일 난방시간은 주･야간 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고, 

난방온도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내온도가 평균 

18℃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정된다.

현재 교정본부에서는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좌식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매년 3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2~3개 교정시설

의 난방 방식을 ‘복도간접난방’에서 좌식 생활에 적합한 ‘바닥직접난방’, 즉 ‘바닥온돌

난방’으로 바꾸고 있다. 그리고 교정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바닥직접난방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2019년 현재 52개 기관 중 40개 기관(76.9%)이 바닥직접난방 

방식으로 난방을 운영하고 있다([표 4-4-1] 참조).

411) 오창익, “[오창익의 인권수첩]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 이건 아니다”, �경향신문� 2016. 8. 31.자 

칼럼(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312113005&code=

990100#csidxef185f1ddfdb35786fb4388ada0e3a9, 최종접속일 2019. 11. 2.).



200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II)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표 4-4-1] 바닥직접난방 설치 기관(설치 완료 기관 40개, 설치 완료 예정 기관 1개)

구 분 기관수 기  관  명 비 고

신축 시

설치
18

서울동부･충주･통영･밀양･서울남부(구),서산(지),여주･순천･

청주여자･포항･화성직훈･영월･해남･상주･서울남부･장흥･정

읍･광주(교)

추가설치 23

’12년 이전(2): 서울(구), 창원(교)

’12년(3) : 의정부･춘천･천안(교)

’13년(3) : 공주･원주･경북3(교)

’14년(4) : 청주･안동･대전(교), 수원(구)

’15년(2) : 경북1･군산(교)

’16년(3) : 경북직훈･강릉(교),평택(지소)

’17년(2) : 홍성･진주(교)

’18년(2) : 인천(구), 논산지소

’19년(2) : 부산(구), 안양(교)

서울(구): 축열

식전기온돌

대전(교): ’19년 

잔여부분 공사

예정

침대사용 1 천안개방(교) 스팀난방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2019. 10.).

침대를 사용하는 천안개방교도소와 올해 바닥직접난방 설치가 완료되는 대전교도

소를 제외하면 2019년 현재 복도간접난방 방식으로 겨울을 나는 교정시설은 총 10개

이다. 이 중 전주･대구･부산･제주교도소는 이전 또는 재건축 대상 기관이다. 나머지 

6개 기관(경북북부제2･경주･목포･김천소년교도소, 대구･울산구치소)의 경우 향후 바

닥직접난방 방식으로 설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교정본부는 2014년부터 노후된 교정시설 수용동의 외벽･지붕 단열재를 보강

하여 수용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2018년까지 13개의 노후 교정시설 수용동의 단열재 

보강 공사가 완료되었고, 2019년에는 7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개의 노후 

교정시설 수용동의 단열재 보강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412) 단열재 보강 공사는 

수용동 냉방시설 설치가 요원한 상황에서 여름철 실내 온도 상승을 어느 정도 완화하

는 효과도 있다.

나. 화장실 개선

최근 생활양식의 변화로 화변기보다는 양변기가 화장실의 표준이 되었고, 더욱이 

주거공간 내 화장실에 화변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이제 드문 실정이다. 교정본부는 

412)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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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을 고려하고 수용생활 편의 제공으로 수용자 인권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수용거실 내 화장실에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고 있다. 또한 신축되는 

교정시설의 경우 수용거실 내 화장실에 양변기를 적용하고 있다. 2019년 현재까지 

42개 기관 수용거실 내 화장실에 양변기가 적용되었다.413) 2019년에는 13.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북북부제3교도소와 대구구치소의 화장실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다.

[표 4-4-2] 화장실(양변기 사용) 개선공사 현황

구 분 대상 기  관  명

기

설

치 

신축 시 20 평택, 논산지소 및 2000년 이후 준공한 여주교도소 등 20개 기관

교체완료 22

’07년(1) : 경북직훈(교)

’13년(8) : 서울･수원･인천･울산(구), 전주･진주･목포･천안(교) - 15억원

’14년(7) : 대전･의정부･청주･안동･춘천･제주･천안개방(교) - 17억원

’15년(4) : 경북1･2･군산･김천소년(교) - 17억원

’16년(1) : 대전･강릉(교) - 18억원

’17년(1) : 홍성(교) - 3억원

’18년(1) : 수원(구) - 2.4억원

미

설

치

이전 및 

재건축
6 안양･대구･부산･원주･창원･전주(교), 부산(구)

설치불가

(협소)
2 경주･공주(교)

’19년 대상 2 경북3(교), 대구(구), 조사 후 경주･공주(교) 부분 시행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2019. 10.)

2. 안전 강화 작업 – 석면 제거･스프링클러 설치･내진 보강

교정시설의 개선은 수용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안전을 강화하여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이에 교정본부는 스프링클러 설치 작업, 석면 제거 작업, 내진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13)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2019. 10.)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및 대전교도소는 시설규모가 방대

하여 화변기 교체 작업을 연차별로 계속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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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석면 제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을 석면폐증(폐가 딱딱하게 굳는 

질병)･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합동청사에 

입주 중인 대구지방교정청 등 3개 청을 제외한 53개 교정기관 중에서 39개 기관이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 중이다.414) 이에 교정본부는, 교정시설에서 24시간 생활하는 

수용자와 일과시간 대부분을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정

시설에 사용된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내부자료(2019. 10. 

31.)에 따르면, 2019년에는 13.69억 원을 들여 12개 기관에 대해 석면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고, 2020년 이후 석면 제거 대상 면적은 145,424㎡(약 44,000평)라고 한다. 

다만 법무부 교정본부는 재정 건전성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신축이전 및 재건축 

예정 기관은 석면 제거 작업에서 제외하거나 보류하였다. 한편 2009년부터 석면사용

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2008년 이후 개청된 기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11개 

기관은 건축 시 무석면 자재를 사용하였다.

나. 스프링클러 설치

2012년 온두라스 교도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소 356명이 사망한 사건415)은 교정

시설 내 화재가 대형 참사로 확대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줌으로써 교정시설 내 화재 

방지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2008년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교정시설 수용

거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2008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신축 교정시설 수용거실 스프링

클러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교정 당국은 수용거실 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표 4-4-3]은 2019년 현재까지의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보여준다. 2019년에는 14.5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군산･안동교도소 

수용거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고, 천안･목포교도소 수용거실 스프링클러 설치를 

414)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2019. 10.). 2017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의원은 교정시설 석

면철거 부진을 지적한 바 있다.

415) 이형섭, “온두라스 교도소 화재…최소 356명 사망”, �한겨레� 2012. 2. 15.자 기사(http://www.

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19312.html#csidx260e6b7bb9bef498e

60deb54f57501e, 최종접속일 201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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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설계를 추진하였다.

[표 4-4-3] 스프링클러 설치 추진 현황

구 분
대상시설

(2008. 8. 15 개정 이후)
비  고

설치규정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등의 수용거실
기존시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

신축 시 설치

(11개)

서울동부･서울남부･밀양(구)

서울남부･화성직훈･영월･상주･해남･장흥･정읍･광주(교)

시설보완

(13개)

- ’13년 : 진주(교) 

- ’14년 : 청주여자(교)

- ’15년 : 수원･인천(구) 

- ’16년 : 춘천(교), 대구(구), 평택(지)

- ’17년 : 경주･공주･홍성(교), 서산(지)

- ’18년 : 청주･김천소년(교)

’13년 6억원

’14년  6억 4,500만원

’15년 15억 1,400만원

’16년 15억 4,100만원

’17년 15억 4,100만원

’18년 14억 5,900만원

미설치

(20개)

서울･울산･충주･통영(구), 

경북1･순천･여주･포항･의정부･목포･군산･천안･안동･

경북직훈･경북2･경북3･제주･천안개방･강릉(교), 서산(지)

순차적 진행 예정

주) 이전 및 재건축 대상기관 제외(8개): 대전･대구･원주･안양･전주･부산･창원(교), 부산(구).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2019. 10.).

다. 내진 보강

최근 국내 각지에서 상당한 진도의 지진이 발생함으로써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진으로 건물에 균열이 가거나 건물이 붕괴하는 

경우 화재와 같은 또 다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1988년 ｢건축법｣ 

제정 당시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 규정이 도입된 이후 내진설계 의무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당 법이 거듭 개정되어 현재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약 60평)의 건축물에 내진설계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1992년 ｢건축법｣ 개정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기준에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이 포함되면서 교정

시설 건축에도 내진설계가 도입되었다(인천･대구･수원구치소).416) 2014년 신축한 서

울동부구치소는 ｢건축법｣ 제 48조의2에 따른 내진 특등급이 적용되었다. [표 4-4-4]

는 교정시설 내진설계 현황을 보여준다. 현재 52개 기관 중 22개 기관(42.3%)이 내진

설계가 적용된 시설이다.

416) 법무부 내부자료(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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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4] 교정시설 내진설계 현황

구 분
1988.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된 기관

1988. ｢건축법｣

제정 이후 건축된 기관
비  고

기관수
27개 기관

천안교도소 등 

25개 기관

경북2(교) 등 

내진설계 -
22개 기관

수원구치소 등 
대구, 전주, 원주(교), 울산(구)

미설계 -
3개 기관

경북2(교), 평택･논산지소

설계당시 내진설계 기준(6층 이상 

또는 10만㎡이상) 제외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2019. 10.).

2018년부터 교정본부는 ｢건축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내진 미적용 교정시설 중 

직원 및 수용자가 상시 거주하는 청사와 수용동을 우선 선정하여, 내진성능평가 후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지진발생 시 계속 거주 가능한 즉시거주(IO) 단계로 

보강). 사업 첫해인 2018년에는 122억 5,800만원(설계비 12억 2,200만원, 공사비 110

억 3,600만원)을 투입하여 경주 및 포항지진 발생 인근 교정시설 4개 기관(경주･경북1･

경북3･경북직훈)의 내진 보강 공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에도 경북지역 5개 기관(경북 

통합청사, 경북1･경북직훈･경북3･경북2교도소)의 내진 보강 공사를 추진하였다.

제5절 | 과밀수용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가 수형자였던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

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417) 이 위헌결정에서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는 “국가는 수형자가 수용생활 중에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를 키질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417)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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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된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

다.”는 매우 구체적인 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7년 8년 31일 부산고등법원은 

수형자였던 원고가 제기한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을 최초로 인정하였다.418) 2018년 11월을 

기준으로 25건의 과밀수용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419)

과밀수용을 둘러싼 규범적 판단이 변함에 따라 교정 당국은 과밀수용 문제를 조속

하고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과밀수용 문제를 중심으로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을 평가하고자 한다.

1. 과밀수용 실태 분석

가. 과밀수용 현황

2012년 이후 급격한 수용인원 증가로 과밀수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12년과 

비교하여 2017년 일일평균 수용인원은 11,810명이 증가하였다. 2018. 11. 28. 기준 

수용인원은 54,767명으로 수용정원 대비 수용률은 114.5%로 OECD 35개국 평균수용

률 98.9%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특히 미결수용자의 수용률이 34.8%로 OECD 35개국 

평균인 25.9%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표 4-5-1] 수용인원 및 수용률 현황

(’18. 11. 28. 기준)

구 분 수용정원
수용인원

수용률
계 기결수 미결수

인원(명) 47,820
54,767

(100%)

35,690

(65.2%)

19,077

(34.8%)
114.5%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2019. 10.).

418) 부산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4나50975 판결.

419) 과밀수용을 이유로 한 국가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입장은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소7111942 판결에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지만,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가단23142 판결에

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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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 일일평균 수용인권 및 수용률 추이(2008~2017년)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2019. 10.).

과밀수용 정도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 특히, 2018년 기준으로 이전 5년간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교정기관의 수용률이 급격히 상승하여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법무부 내부자료(2019. 10. 31.)에 따르면, 2018. 11. 28. 현재 대도시 14개 

교정기관의 평균 수용률은 127.2%로 2012년 수용률(113.7%)에 비해 13.5% 증가하였

으며 전체 교정기관 수용률(114.5%)보다 12.7% 높았다.420) [표 4-5-2]에 수용현황과 

함께 제시된 각 기관의 수용거실 사진은 과밀수용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편 여성수용자의 경우 남성수용자에 비하여 과밀수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

다. 법무부 내부자료(2019. 10. 31.)에 따르면, 2018. 11. 28. 현재 여성수용인원은 

3,929명으로 수용정원 대비 수용률은 122.9%로 전체 평균 수용률(114.5%)보다 높았

다. 여자교도소가 전국에 1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성수용자 위주로 설계된 교정시설

에 소수인 여성수용자를 분산 수용함으로 인해 과밀수용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수용자

의 재사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교육, 작업, 직업훈련 등 특화된 처우 프로그램 

제공에 어려움도 발생한다.

420) 대도시 주요 교정기관: 서울(구), 인천(구), 수원(구), 의정부(교), 동부(구), 남부(구), 남부(교), 

부산(구), 부산(교), 대구(구), 대구(교), 울산(구), 광주(교), 대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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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2] 고과밀화 교정시설 현황

【의정부교도소】

수용

정원

수용현원

(2018. 11. 28.기준) 수용률

계 기결 미결

1,090 1,431 534 897 131.3%

현재 수용인원 13명(수용정원 6명) ▶

1.31㎡/1인당(거실면적 : 17.10㎡)

【대전교도소】

수용

정원

수용현원

(2018. 11. 28.기준) 수용률

계 기결 미결

2,060 2,774 1,930 844 134.7%

현재 수용인원 6명(수용정원 3명) ▶

1.68㎡/1인당(거실면적 : 10.08㎡)

【광주교도소】

수용

정원

수용현원

(2018. 11. 28.기준) 수용률

계 기결 미결

1,490 1,899 1,024 875 127.4%

현재 수용인원 10명(수용정원 5명) ▶

1.31㎡/1인당(거실면적 : 13.15㎡)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2019. 10.).

나. 과밀수용 원인

과밀수용은 수용인원이 수용정원을 초과하는 상태라는 점에서 수용인원의 증가와 

수용정원의 정체는 과밀수용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용인원의 증가는 

미결수용의 증가와 기결수용의 증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2012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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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4.6% 증가(2,130명)에 그쳤으나, 2018년 현재 수용자의 수는 

20% 증가(9,286명)하였다.421) 그리고 이 중 기결수용자는 14.7%가 증가하였고, 미결

수용자는 32.9%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형사사법의 측면에서 미결수용 인원이 증가하

는 원인으로는 법정구속을 포함한 구속 인원 증가, 높은 상소율, 구속적부심사의 저조

한 활용률, 보석 청구인원 및 보석허가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기결수용 인원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형벌의 장기화, 실형 선고율의 증가, 가석방 제도의 신중한 운영,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수의 증가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서 

이러한 개별 원인들에 대한 분석과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422)

여기에서는 과밀수용 원인 중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과 직결되어 있는 수용정원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수용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것은 교도소･구치소의 

신축 및 이전이 지연됨에 따른 물리적 공간 부족 때문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반대는 

교정시설의 신축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교정시설 신축이 결정

되어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실제 완공까지는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어

서 수용인원 증가에 대응하는 수용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어, 안양교도소

(수도권 미결구금 기능수행)는 준공된 지 55년 된 노후시설로서 1997년부터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안양시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이전이 지연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부산

구치소의 경우에는 2007년 법무부와 부산광역시와의 이전추진 양해각서를 체결 후 

거듭 변경된 이전부지가 교정시설의 입지로는 부적합하고 주민반대 등으로 인해 현재

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423) 한편 고양시와 파주시의 인구증가에 따라 경기북부

구치소 신설 추진과 부천시와 김포시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경기서부구치소 신설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국가 예산, 인원 충원 등 문제로 사업 계획이 지연되

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 중에 있다.424)

421)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2019. 10.).

422) 김하열, “교정시설 내의 과밀수용과 인간의 존엄성 -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0”, �법

조� 제66권 제3호(2017), 599~624면; 심민석,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

안 연구: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제56권(2017), 429~463면; 성중탁, 

“우리나라 矯正施設의 過密收容 問題와 그 解決 方案 -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3헌마

142 결정-”,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1호(2017), 289~329면; 안성훈,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교정연구� 제74호(2017), 55~93면; 이상한,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

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3호(2019), 233~263면; 최

석윤, “양형기준의 변화가 교정처우에 미치는 영향”, �교정연구� 제51호(2011), 43~68면 등.

423)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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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밀수용 부작용

과밀수용은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수용자 간 범죄 수법 공유 조장, 수형자의 

재사회화 저해, 교도관의 업무부담 가중 및 교정교화에 대한 역량 저하, 직업훈련･교

육 등의 질적 저하” 등을 초래한다. 과밀수용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 처우 개선보다는 

엄격한 수용 질서 및 보안에 중점을 두게 될 개연성이 높아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제도 

자체에도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 앞서 소개한 과밀수용에 대한 2016년 위헌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과밀수용행위 자체는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한다. 유럽인권재

판소도 상당기간 과밀수용이 지속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판결

을 내렸다.425) 과밀수용은 수용자와 관련된 생활공간 부족, 운동･목욕 등 기본적인 

처우의 제한, 재사회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운영 곤란 등 수용생활의 전반적인 사항

에 대해 적정한 수용처우 보장을 곤란하게 만든다. 또한 대도시 구치소의 과밀화는 

미결수용자가 형사절차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다.

한편 과밀수용은 교정처우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 외에도 교정시설 내의 각종 

교정사고의 발생을 초래하기도 한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스트레스가 수용자

의 공격성, 이상행동 등을 야기하거나 수용자들의 심리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수용자 

간 갈등이 촉발되어 싸움, 작업거부, 입실거부 등과 같은 규율위반이 증가하거나 교정

사고가 증가될 우려가 있다.426) 법무부 내부자료(2019. 10. 31.)에 따르면, 과밀수용인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규율 위반 건수는 적정수용인 교정시설에 비해 극단적으로 

많다. 더욱이 직원이 관리･감독해야 하는 수용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직원이 느끼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탈진감이 증가함으로써 교정공무

원의 인적 역량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424)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2019. 10.).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은 해

당 지역에 교도소 신설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425) 심민석,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447면.

426) 김진혁, “교정사고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6집(2007), 3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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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3] 2017년 과밀수용률 상하위 기관 징벌 현황

구분
전체

징벌건수

입실거부 

징벌건수

수용자간 

폭행 징벌건수
수용률(%)

상위

대전(교) 700 66 206 143.2

대구(구) 653 344 152 135.4

수원(구) 881 188 283 131.6

하위

경북2(교) 126 1 7 66.1

김천(소) 233 23 87 68.8

천안(개) 0 0 0 73.8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2019. 10.).

2.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본부의 물적 역량 강화 노력

가. 교정본부의 과밀수용 종합대책 수립

교정본부는 2015년부터 ｢교정시설 과밀수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이후 후속 종합대책으로 ｢교정시설 과밀수용 종합대책 Ⅱ｣(2016)와 ｢교정시설 과밀수

용 종합대책 Ⅲ｣(2017)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각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종합대책』 시행 (’15. 9. 24.)

⦁형확정자 조기 분산수용 및 조절이송 확대

⦁과밀수용 기관의 직업훈련 및 교육과정 폐지

⦁가석방 기준 완화 적용

⦁대전교도소 외국인 수용자 급증에 따른 조절이송

⦁서울구치소, 성동구치소, 부산구치소 상고수 수용구분 변경

『교정시설 과밀수용 종합대책 Ⅱ』 시행 (’16. 7. 14.)

⦁과밀수용기관 미결수용자 수용구분 조정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가석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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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대책 Ⅲ』 시행 (’17. 11. 17.) 

⦁항소･상고수용자 수용구분 변경

⦁부산(구) 여자수용동 개축을 통한 수용능력 향상

⦁초과밀 완화경비시설 형확정사범 배정 최소화

특히 교정본부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2017년 2월 13일 

교정본부 내 ‘과밀수용 전담팀’을 구성하여 국정개혁자문회의･행정부･국회･법원 등

에 과밀수용 실태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기존 시설에 수용동 증축, 개축 등을 통한 수용거실 72개를 확충하고, 유휴수용동 

활용으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직원 105명을 확보하였으며, 서울동부구치소에 단기

여성수형자 전용시설을 설치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 소재 교정시설에서 복역 중인 

잔여 형기 1년 이하의 여성수형자 200명을 수용함으로써 여성수형자 과밀수용 현상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427)

 

나. 신･증축 등 교정조성

교정본부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물적 역량 강화 방안으로 주벽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용사동 증축, 사동 내 유휴공간 리모델링, 이전, 신축 등을 통한 교정시설 

인프라의 단계적 확충 전략을 수립하여 그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교정본부에서는 교정

시설 이전, 유휴부지 증축 등 교정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용정원을 2016년 46,600

명에서 2018년 현재 47,820명으로 1,220명 증원하였다.428) 교정본부는 앞으로도 인프

라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수용정원을 11,833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용능력 단계적 확충 계획(목표 11,833명 증원)

⦁유휴부지 증축 : 진주교, 목포교 등 9개 기관 770명(女 64) 확충 

⦁유휴공간 리모델링 : 서울구, 인천구 등 12개 기관 808명(女 60) 확충

⦁신축이전 : 대구교, 전주교, 원주교 등 8개 기관 1,872명 확충

427) 법무부 내부자료(2019. 10. 31.).

428) 법무부 내부자료(2019. 31.). 최근 가석방을 확대하는 조치 등으로 수용률이 2016년 120.3%에

서 2018년 현재 114.4%로 다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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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 속초교, 거창구, 서울북부구, 대전구 등 6개 기관 4,683명 확충

⦁장기적 신축 : 서울서부구, 창원구, 남원교 등 5개 기관 3,700명 확충

주벽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증축과 유휴공간 리모델링은 새로운 교정시설 부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물적역량강화 방안이다. 

예를 들어, 목포교도소의 경우 미지정 운동장 1,513㎡에 10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유휴공간 리모델링은 사동 내 창고, 기존 유휴사동 

등을 활용하여 수용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교정시설의 이전과 신축은 수용능력을 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지역주민의 반대라는 외부 요인으로 이전 및 신축 사업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으로 변질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정본부는 대구교도

소 신축이전 계획을 2016년에 수립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표 4-5-4]는 신축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8개 기관의 현황을 보여준다. 계획

대로 신축이전이 완료될 경우 수용능력이 1,870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정본부는 교정시설 6개를 신축하여 수용능력을 4,683명 증가시킬 계획을 추진 중이

다. 인구 증가가 큰 경기북부(남양주, 고양시)를 관할할 구치소를 신축할 예정이고, 

지방법원 관할의 구치소 중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대구구치소와 광주구치소를 

이전･신축할 예정이며, 과밀수용 해소 및 대용감방 폐지가 시급한 수도권 등 대도시 

소재 교정시설(경기서부･서울중앙･창원구치소)과 여자교도소 신축이 예정되어 있

다.429) 이전 및 신축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430)

[표 4-5-4] 신축이전 추진 현황(8개 기관)

429) 법무부 내부자료(2019. 10. 31.).

430) 1994년부터 사법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국유재산특별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재원마련이 더 어

려워 신증축이 어렵다는 견해는 전수영, �교정제도개선과 민간참여방안�, 한국학술정보(주), 

2009, 74면.

기관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19년 정부안 추가 수용인원 비 고

대 구 교 ’16.~’21. 179,646 50,000  260명(1,720→1,980) 공사 중

전 주 교 ’18.~’23. 146,376 6,362  450명(1,050→1,500) 설계 중

원 주 교 ’18.~’22. 130,523 2,142  400명(  700→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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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2019. 10.).

제6절 | 교대 근무 체계와 인력 문제

1. 교대 근무 체계 연혁

교정공무원의 교대 근무 체계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크게 3번의 변화를 

겪었다.431)

우선 해방 이후부터 1989년까지 ‘보안 2부제’가 실시되었다. 보안 2부제란, 보안야

근자를 갑･을 2개부로 나누어 매일 09:00에 출근하여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근무체계이다. 야간근무는 1개소에 2명이 근무하면서 2시간 근무, 2시간 휴식하는 

형태의 교대 근무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야간근무자의 경우 근무인원 부족 등으로 

야근 후 비번일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다음으로 1989년부터 2006년까지 ‘보안 3부제’가 실시되었다. 보안 3부제란, 보안

야근자를 3개부로 나누어 3일 주기로 근무가 순환되는 ‘당무(09:00~익일 09:00, 24시

간 근무)-비번-일근(09:00~18:00, 8시간 근무)’ 형태의 근무체계이다. 1988년 10월 

발생한 ‘영등포교도소(現 서울남부교도소) 재소자 탈주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교정

공무원의 3부제 교대근무체계 개편을 추진하여 1989년부터 시행하였다. 일선기관에

서는 교정공무원의 부족 등으로 일근근무자가 야간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지원근무를 

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보안 2부제에서 보안 3부제로의 교대근무체계 개편은 비번근

무 해소 등 교정공무원의 격무해소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나, 

431) 교대 근무 체계 연혁에 관한 이하 설명은 법무부 내부자료(2019. 12. 5.)를 참고하였다.

기관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19년 정부안 추가 수용인원 비 고

창 원 교 ’18.~’23. 129,973 8,558  340명(1,060→1,400) 〃

부 산 구 ’09.~’25. 171,960 -  520명(1,480→2,000) 계획 중

부 산 교 ’12.~’25. 198,400 -  360명(1,140→1,500) 〃

대 전 교 ’17.~’25. 224,274 -  -60명(2,060→2,000) 〃

안 양 교   ’08.~ 129,521 - -400명(1,700→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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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일 24시간 근무라는 열악한 근무환경은 해결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보안 4부제’가 실시되고 있다. 보안 4부제란, 

보안야근자를 4개부로 나누어 4일 주기로 근무가 순환되는 ‘야근(15시간 근무)-비번-

윤번일근(8시간 근무, 야간부 인원의 1/2 휴무)-당무일근(8시간 근무)’ 형태의 근무체

계이다. 보안 4부제 근무 체계는 교정공무원의 야근일 24시간 근무 폐지 등 교정공무

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수용자의 토요일 접견･운동 등 수용자 처우 향상을 위하여 

2005년 9월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를 거쳐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2. 현 교대 근무 체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2019년 2월 1일 기준 교정직공무원 15,006명 중 약 

69%인 10,366명이 보안과에 근무하고 있다.432) 보안과 직원 중 4,942명(48%)은 일근

근무자로, 나머지 5,424명(52%)은 교대근무자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보안 4부제 

교대 근무 체계는 ‘야근-비번-윤번일근(휴무)-당무일근’ 순으로 순환하는 4부제 근무

체계지만, 근무자 입장에서는 윤번일근(휴무) 근무로 8일 단위의 패턴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4-6-1] 교대 근무 흐름도

야근 비번
윤번

일근

당무

일근
야근 비번 윤번 휴무

당무

일근

18:00∼

익일 09:00
09:00 퇴근

09:00∼

18:00

09:00∼

18:00

18:00∼

익일 09:00
09:00 퇴근 휴무

09:00∼

18:00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2019. 12. 5.).

위와 같은 근무 흐름도와 달리, 현실적으로는 주간/야간 근무개소에 인력이 부족할 

경우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를, 야간근무자가 주간근무를 서로 지원･보완하는 방식

으로 근무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그림 4-6-1]).433) 법무부 교정본부 자료에 따르면, 

432) 이하 근무 체계 운영 실태에 관한 설명은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2019. 12. 5.)를 참고하였다.

433) 이하 지원 근무에 관한 설명은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2019. 12. 5.)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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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관에서 인력부족 문제로 윤번휴무자가 지원근무를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

하다. 또한 야간 또는 휴일에 외부의료시설 입원근무나 교대근무자의 연가 등으로 

야간･휴일 근무개소가 증가하거나 근무인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일근근무자가 지

원근무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수용자 고령화 등 환자의 증가와 교정시설 

내 전문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외부의료시설 진료 및 입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외부의료시설 입원 근무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외부의료시설 입원환자 1,905명의 입원연일수

는 11,771일이고, 1일 평균 야간입원 수용자는 27.03명이며, 계호직원은 연인원 80,128

명으로 주간 26,058명, 야간 54,070명으로 1일 평균 148명이 야간근무를 하였다.

[그림 4-6-1] 주간･야간 상호 지원근무 흐름도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2019. 12. 5.).

보안 4부제 교대 근무 체계는 종래 3부제 하에서의 24시간 당무를 폐지하고 일근근

무자를 늘려 수용자 처우를 향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지만 실제 운영 실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그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다.434) 보안 4부제를 도입하

434) 이하 근무 체계 개편 및 인력 증원에 관한 설명은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2019. 12. 5.)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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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2005년 교정공무원 총 1,363명을 3차에 걸쳐 증원하기로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였고, 2007년까지 3차에 걸쳐 1,073명을 증원하여 우선 업무강도

가 높은 32개 기관의 근무 체계를 보안 4부제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정부의 공무원 증원 억제 방침에 따라 당초 협의된 증원 인력 중 약 300여 명이 증원되

지 않았고, 2006년 이후 신설된 7개 기관의 필요 인력도 충분히 증원되지 않았다. 

3부제 운영으로 수용자 토요일 접견･운동을 실시할 수 없는 기관에서는 민원이 빈발

하여 수용자 처우의 형평성을 위해 전 교정기관의 근무 체계를 4부제로 전환할 필요성

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증원 없이 3부제 기관 20개소(신설 

기관 포함)의 근무 체계를 4부제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인력부족으로 

인한 교대 근무자의 윤번휴무일 지원근무가 증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정공무원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240시

간을 육박한다. 특히, 야간교대근무자는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월 평균 2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휴무일 근무가 약 40%에 달한다.435) 사무부서 직원도 수용자 계호업

무를 지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436) 반면에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4부제 근무를 실시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교정공무원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224시간이다.437) 7-3･4 

교대제(7일 근무 후 3~4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교정공무원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164~168시간 정도이다.438) 한편 호주에서는 월 근무일수를 19일로 

정하고 법정 근무시간을 주당 38시간으로 정하여 교정공무원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152시간이 된다.439)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지침」 제448조는 휴무자의 비상근무 요건을 ‘긴급한 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기관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 휴무자의 지원근무가 관행화되었다. 그 결과 교대근무자에게 적정한 

435)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소방･교정공무원 노동시간 단축 및 새로운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2017, 180면.

436)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소방･교정공무원 노동시간 단축 및 새로운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180면.

437)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소방･교정공무원 노동시간 단축 및 새로운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182면.

438)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소방･교정공무원 노동시간 단축 및 새로운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182면.

439)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소방･교정공무원 노동시간 단축 및 새로운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182면.



 제4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물적 요소’ 평가 217

휴무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교정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4부제 야간근무제도에 

대한 직원 선호도는 높으나, 필요 인력 부족으로 만족도는 낮다. 교정공무원이 휴식을 

충분히 취했는지 여부는 교정의 질에 직결되기에440) 현 지원 근무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크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은 

“격리된 공간에서 수용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일하며 그들을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험하고 특수한 직무특성으로 인해 다른 직업군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나 탈

진을 경험하고 있다.”441)고 한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원 근무 관행은 교정공무원의 

이러한 정신건강의 취약성을 가중시킬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지원 근무 관행을 일소하

고 4부제 근무 체계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 

제7절 | 소결

지금까지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중 ‘물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내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물적 요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교정시설의 

환경적 개선 현황,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첫째,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개선을 위한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은 2010년 이후로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식사’, ‘수면 시간대 조명’, ‘침구류’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의류’, ‘목욕･샤워’, ‘냉난방’에 대한 만

족도의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아 해당 항목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목욕과 샤워 그리고 냉난방은 과밀화된 교정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청결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점에서 관련 설비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냉방과 관련하여 일반 수용거실에는 선풍기 외에는 추가적인 냉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혹서기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평가는 기본적 

440) 양점미･문승연,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교정복지연구� 제33호(2014), 91면.

441) 이수정･윤옥경, “교정공무원의 폭행피해로 인한 탈진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교정연구�

제25호(2004), 7-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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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형기관의 관련 물적 역량을 

간접적으로 평가했다는 데 한계가 있지만, 수용자의 만족도는 행형기관이 물적 역량

을 발휘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평가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인프라 측면에서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은 교정본부

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용자의 요구가 급격하게 증가

하는 교정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 

및 확충은 외부의료시설 진료로 인한 재정적･인력적 부담을 줄여주는 물적 역량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 의료인력은 급증하는 교정시설 내 진료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또한 외부의료시설 진료에 대한 요구

가 많아지는 실정에서 외부 진료에 투입되는 인력은 교정인력 운용에 부담을 준다.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인프라도 더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정본부

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셋째, 교정시설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 영역에서는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정본부는 수용거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난방 방식과 변기를 교체하는 작업과 실내온도의 적절한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수용동 내외부의 단열재 보강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석면 

제거를 통해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스프링클러 설치와 내진 보

강을 통해 화재와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는 모습은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 발휘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안전 강화 작업은 관련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적 역량의 발휘는 제도적 역량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넷째,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에 대해서는 두 층위에서 평가해

야 할 것이다. 우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수용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에 있어서 교정본

부는 내부 역량으로서의 물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이전･신축과 같이 증축 및 리모델링에 비해 재정적 투입이 많고 이전･신축 

부지가 소재한 지역의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교정본부의 물적 역량

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교정본부의 주된 업무 

특성과 법무부 내 위상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나 정부 내 타 부처와의 협상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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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할 수 있는 외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정본부의 외부 역량 

강화는 교정본부의 독자적인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유관기

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도 부합하는, 국무총리실 주도 하에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법원 

등을 포함하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수용자 처우 향상과 교정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현행 4부제 근무 

체계 도입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 증원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력 부족은 교정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을 저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

정의 질을 저하시킨다. 수용자의 휴일 접견 및 운동, 외부의료시설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해 계호에 필요한 인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한 수준의 교정공무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정공무원 증원은 국가공무원 증원이라는 점에서 교정본부의 

외부역량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제 5 장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II)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인적 요소’ 평가: 

교정공무원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최영신･고재익





제5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인적 요소’ 평가: 

교정공무원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제1절 | 교정공무원 의식조사 개관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가.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의 선정

이 연구에서는 수용자 처우 및 인권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 및 수용자 인권보장과 관련된 의식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은 3단계의 유층표집방법을 통해 조사대상 인원

을 할당함으로써 전체 교정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도록 900명을 표집하였다.442) 1단계

는 4개의 지방교정청별로 전체 교정공무원의 비율에 따라 표집 인원을 할당하고, 

2단계는 각 지방교정청별로 소속 교정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완화 등 교정시설

의 경비등급과 여자수용시설, 개방 교정시설, 직업훈련시설, 구치소 등의 비율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교정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개별 교정시설의 교정공무원수

와 지방교정청의 할당인원을 고려하여 개별 교정시설별 조사대상 인원을 할당하였다. 

3단계로는 전체 교정공무원의 성별, 연령별, 직급별 분포에 따라 각 교정시설별로 

할당된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직급별 인원을 할당하였다.

여자 교정공무원 조사대상자의 할당은 교정공무원의 성별 분석을 고려하여 먼저 

442) 교정공무원의 직렬에는 교정직을 포함하여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등 18개의 직

렬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교정직 공무원은 2018년 12월말 기준 14,854명으로 전체 교

정공무원(15,905명)의 93.4%를 차지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 중에서 교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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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사대상 인원 중에서 140명 정도를 우선 할당하고, 여자 교정공무원수가 10명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할당 표집하였다. 청주여자교도소의 여자 

교정공무원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외에 인권청원업무 경험이 있는 교정

공무원을 100명 이상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기간 현재(2019년 8월말 ~ 9월 초순) 

인권청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교정시설의 교정공무원을 조사대상자에 포함시

켰다. [표 5-1-1]에서 ‘기타(32개 기관)’는 인권청원업무 담당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이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의 [표 5-1-1]은 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수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지방교정청별 비율은 전체 교정공무원의 지방교정청별 비율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유사하다.

[표 5-1-1] 교정기관별 성별 조사대상인원(교정공무원)

 조사대상 기관 
조사대상 교정공무원 인원수 전체 교정공무원수

**합 계 남자 여자

합 계 864(100.0) 727(100,0) 136(100.0) 15,973(100.0)

서울

지방교정청

서울(구)*  67(   7.8)  60(   8.3)  7(   5.1)

안양(교)  43(   5.0)  40(   5.5)  3(   2.2)

수원(구)  59(   6.8)  46(   6.3)  13(   9.6)

화성(직)  33(   3.8)  29(   4.0)  4(   2.9)

서울남부(교)  34(   3.9)  30(   4.1)  4(   2.9)

원주(교)  30(   3.5)  26(   3.6)  4(   2.9)

소계 266( 30.8) 231( 31.8)  35( 25.7) 5,619( 35.2)

대구

지방교정청

대구(교)  73(   8.5)  65(   8.9)  8(   5.9)

부산(구)  79(   9.2)  68(   9.4)  11(   8.1)

진주(교)  46(   5.3)  41(   5.6)  5(   3.7)

경북2(교)  31(   3.6)  31(   4.3) -

경주(교)  22(   2.5)  22(   3.0) -

소계 251( 29.1) 227( 31.2)  24( 17.6) 5,310( 33.2)

대전

지방교정청

대전(교) 65(   7.5)  59(   8.1)  6(   4.4)

청주(교)  21(   2.4)  21(   2.9)  -

천안(교)  27(   3.1)  22(   3.0)  5(   3.7)

청주(여)  40(   4.6) 0(   0.0)  40( 29.4)

충주(구)  16(   1.9)  13(   1.8)  3(   2.2)

소계 169( 19.6) 115( 15.8)  54( 39.7) 2,462(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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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구치소, (교): 교도소, (여): 여자교도소.

** 자료: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제공(2019년 7월 31일 기준).

설문지는 교정본부의 협조를 받아 각 교정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다시 우편으로 

회수하였으며, 각 교정기관별로 인권청원업무 담당 교정공무원의 설문지의 배포, 설문조

사의 취지 설명, 교정공무원의 연령 및 직급별 할당, 사례품의 지급 등에 도움을 주었다.

나.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교정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는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일련의 경험 및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문조사 내용에 교정 처우에서 수용

자의 인권보장과 관련성이 높은 현안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포함하고자 

하였다. [표 5-1-2]는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세부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5-1-2] 설문조사의 주요 영역별 세부 내용

 조사대상 기관 
조사대상 교정공무원 인원수 전체 교정공무원수

**합 계 남자 여자

광주

지방교정청

광주(교)  59(   6.8)  49(   6.7)  10(   7.4)

전주(교)  42(   4.9)  35(   4.8)  7(   5.1)

군산(교)  32(   3.7)  27(   3.7)  5(   3.7)

소계 133( 15.4) 111( 15.3)  22( 16.2) 2,582( 16.2)

기타(32개 기관)  44(   5.1)  43(   5.9)  1(   0.7)

주요 영역 세부 내용

①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

- 연령, 성별, 최종학력, 

- 현재 직급, 교정공무원 근속기간, 인권청원업무 경험 등

② 수용자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및 

진정･청원(고소･고발 포함) 경험

-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 수용자의 고소･고발, 진정･청원, 폭행･협박 경험 및 횟수

③ 수용자의 고소･고발, 진정･청원

을 당한 경험 및 업무상 어려움

- 수용자의 고소･고발, 진정･청원을 당했을 때의 느낌

- 수용자의 고소･고발, 진정･청원을 당했을 때의 어려움

- 수용자가 고소･고발, 진정･청원을 취하하도록 수용자의 수용

생활에 도움을 준 경험(독거수용, 영치금 지원 등)

④ 수용자의 인권청원업무(소송업무 

포함) 경험

- 진정･청원 관련 업무 경험 및 근무기간

- 수용자의 진정 및 청원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겪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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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의 내용은 ①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 ② 

수용자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및 진정･청원(고소･고발 포함) 경험, ③ 수용자의 고

소･고발, 진정･청원을 당한 경험 및 업무상 어려움, ④ 수용자의 인권청원업무(소송업

무 포함) 경험, ⑤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보호 상황 및 처우에 대한 인식 및 평가, 

⑥ 수용자의 진정･청원 증가에 대한 인식 및 대처방안, ⑦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권고 관련 이해 정도 및 적절성 평가, ⑧ 직무 관련 인권교육 경험 및 평가, ⑨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선결과제 및 의견 등으로 구분된다.

설문조사의 주요 영역별로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 수용자들과 

해당 주제에 대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설문문항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② 수용자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및 진정･청원(고소･고발 포함) 경험, ③ 수용자의 

고소･고발, 진정･청원을 당한 경험 및 업무상 어려움’에 대한 설문문항은 기존 선행연

구443)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⑤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보호 상황 및 처우에 대한 인식 및 평가’에 대한 문항은 선행 연구에서 인권지수 

개발을 위해 사용한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다.44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권고내용에 대한 부분은 최근 1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결정례 권고내용 

443) 최영신 외(2006), �교정공무원의 직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 연구총서 06-002.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208-219면 참조.

444) 문용린 외(2008), �인권교육 평가도구 및 실행지침�, 국가인권위원회, 57-58면, 163-164면 참조.

주요 영역 세부 내용

⑤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보호 

상황 및 처우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현재 교정시설 내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인식

- 수용자 처우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인식

⑥ 수용자의 진정･청원 증가에 대한 

인식 및 대처방안

- 수용자의 진정･청원 등의 증가 이유에 대한 인식

- 수용자의 진정･청원 등의 오･남용 문제의 대처방안

⑦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권고 관련 

이해 정도 및 적절성 평가

- 수용자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에 대한 이해정도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권고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⑧ 직무 관련 인권교육 경험 및 평가

- 직무 관련 인권교육 경험

- 수용자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권고내용 교육 경험 

및 평가

- 직무 관련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⑨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선결과제 

및 의견

-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선결해야 하는 교정과제에 대한 인식

- 수용자 인권보장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의견(자

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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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빈번히 나타나거나 수용자 처우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설문문항에 포함시켰다.445)

2. 조사대상자의 특성

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 연구에서 설문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1-3]과 같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남자는 84.2%(727명)이고, 여자는 15.8%(136명)이

다. 전체 교정공무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자가 8.4%를 차지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에서는 여자 교정공무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는 여자 교정공무원과 남자 

교정공무원의 성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자 교정공무원의 비율을 더 높게 선정

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5.0%(43명), 30대가 

27.3%(236명), 40대가 38.2%(330명), 50대 이상이 29.5%(255명)를 차지한다. 전체 교

정공무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4.3%, 30대가 27.4%, 40대가 36.8%, 

50대 이상이 31.4%로써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의 연령분포에서 상대적으로 40대의 

비율이 약간 높고, 50대 이상의 비율은 약간 낮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교정공

무원의 연령분포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5-1-3] 설문조사대상자와 전체 교정직 공무원의 사회인구학적 주요 특징 비교

445) ‘[표 5-4-2] 설문 문항에 포함된 수용자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주요 내용’ 참조.

설문 문항
설문조사대상자 

빈도(%)

전체 교정공무원*

빈도(%)

성별
남자 727(  84.2) 14,631(  91.6)

여자 136(  15.8)  1,342(    8.4)

합 계 863(100.0) 15,973(100.0)

연령

20대 43(    5.0)  691(    4.3)

30대 236(  27.3) 4,357(  27.4)

40대 330(  38.2) 5,857(  36.8)

50대 이상 255(  29.5) 5,000(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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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제공, 교정공무원의 성별 분포는 2019년 7월말 기준이며, 연령 분포는 2018년 12

월 말 기준임.

조사대상자의 학력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3.4%(116명)이고, 전문대 

졸업이 8.9%(77명), 대학교 졸업이 73.4%(634명), 대학원 졸업 이상이 4.3%(37명)이다. 

다만 전체 교정공무원의 학력 분포에 대한 공식자료가 없어 조사대상 교정공무원과 

전체 교정공무원의 학력분포를 비교하지 못했다.

요컨대,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은 전체 교정공무원과 비교하여 성별 분포에서는 여자

의 비율이 높으며, 연령분포는 연령대별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낸다. 조사대상 교정공

무원 중에 여자 교정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연구목적 상 교정공무원의 성별 차이

를 분석하기 위하여 여자 교정공무원의 표집비율을 전체 교정공무원의 성별 비율보다 

높게 할당하였기 때문이다.

나. 조사대상자의 직무 관련 특성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특성을 근무기간, 직급, 인권청원업무 경험 유무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5-1-4]와 같다.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의 근무기간별 분포

를 살펴보면, 5년 이하가 18.0%(110명), 5년 초과∼10년 이하가 17.2%(105명), 10년 

초과∼20년 이하가 32.1%(196명), 20년 초과가 32.7%(200명)이다. 전체 교정직 공무원

의 근무기간별 분포와 비교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설문 문항
설문조사대상자 

빈도(%)

전체 교정공무원*

빈도(%)

합 계 864(100.0) 15,905(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6(  13.4) -

전문대 졸업 77(    8.9) -

대학교 졸업 634(  73.4) -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37(    4.3) -

합 계 86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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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조사대상자의 직무 관련 특성(근무기간, 직급, 인권청원업무 경험)

*자료: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제공, 교정직 공무원 2019년 8월 말 기준.

조사대상자의 현재 직급 분포를 보면, 교도가 13.4%(116명), 교사가 20.3%(174명), 

교위가 40.2%(347명), 교감이 19.4%(167명), 교정관이 5.8%(50명), 서기관 이상이 

1.0%(9명)이다.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의 직급 분포를 전체 교정직 공무원의 직급분포

와 비교해보면, 대체로 직급별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경우에 

교정관 이상 고위 직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체 교정공무원 중에서 

교정관 이상 고위 직급의 비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교정관 이상 교정공무원의 표집

인원을 실제 비율보다 높게 할당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교정관 이상의 

비율은 6.8%(59명)이지만, 전체 교정직 공무원 중에서 교정관 이상 상위 직급자의 

비율은 3.0%에 불과하다.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을 인권청원업무 경험에 따라 구분해보면, 인권청원업무 경험

이 있는 경우가 16.7%(144명)이고, 인권청원업무 경험이 없는 경우가 83.3%(717명)이

다. 전체 교정공무원의 인권청원업무 경험에 대한 통계자료는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

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인권청원업무 담당 교정공무원의 업무상 어려움이나 

설문 문항
설문조사대상자 

빈도(%)

전체 교정공무원*

빈도(%)

근무기간

5년 이하 110(  18.0)  2,714(  18.0)

5년 초과~10년 이하 105(  17.2)  2,401(  15.9)

10년 초과~20년 이하 196(  32.1)  4,554(  30.2)

20년 초과 200(  32.7)  5,393(  35.8)

합 계 611(100.0) 15,062(100.0)

현재 직급

교도 116(  13.4) 2,364(  15.7)

교사 174(  20.2) 2,988(  19.8)

교위 347(  40.2) 5,959(  39.6)

교감 167(  19.4) 3,291(  21.8)

교정관 50(    5.8)  338(    2.2)

서기관 이상 9(    1.0)  122(    0.8)

합 계 863(100.0) 15,062(100.0)

인권청원 업무 경험 
있음 144(  16.7) -

없음 717(  83.3) -

합 계 86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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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일 기준으로 현재 인권청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을 조사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실제로 전체 교정공무원 중에서 인권청원업

무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의 실제 비율은 조사대상자에 포함된 인권청원 업무 경험

자의 비율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교정공무원의 인권청원업무 경험과 업무상 어려움

[표 5-1-5]는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의 인권청원업무 담당 경험을 조사한 것이다. 

설문조사일 현재 인권청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은 전체 응답자의 

7.5%(64명)이고, 이전에 인권청원업무를 담당했다고 응답한 교정공무원은 10.5%(90

명)이다. 설문조사일 현재 인권청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이전에 인권청원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은 [표 5-1-4]에서와 같이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의 

16.7%(144명)이다.

[표 5-1-5]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의 인권청원업무 담당 경험

설문 문항 합 계 ① 예 ② 아니오

① 현재 인권청원업무(소송업무 포함)를 담당하고 있다 859(100.0) 64(  7.5) 795( 92.5)

② 이전에 인권청원업무(소송업무 포함)를 담당했던 적이 있다 858(100.0) 90( 10.5) 768( 89.5)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인권청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이전에 해당 업무를 담당

했던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이 인권청원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업무상 어려움

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표 5-1-6]과 같이 나타난다.

[표 5-1-6]을 보면, 수용자의 인권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들은 ‘④업무량

이 많아서 힘들었다’와 ‘⑤청원 및 진정 등의 처리가 업무성격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 어려웠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으며, 다른 문항에서는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⑥내가 인권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혹은 ‘②동료 직원들이 나를 수용자 편으로 생각하여 힘들었다’는 

문항에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평균값이 낮았다. [표 5-1-6]에서는 각 문항

별 평균값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각 문항별로 인권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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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각 문항별로 ‘매우 그렇다’ 

혹은 ‘대체로 그렇다’에 응답한 교정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③법률적 문제 등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은 43.2%(54명)

이고, ‘⑦인권교육을 받으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7.4%(49명)이므로 인권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

더라도 해당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적 지원이나 인권교육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표 5-1-6] 인권청원업무 경험 교정공무원의 인권청원업무 수행에서의 어려움 

* 각 문항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을 부여함. 적극적으로 동의할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평균값을 계산함.

설문 문항 합 계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

렇지

 않다

평균값

④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었다
131

(100.0)

39

(29.8)

57

(43.5)

27

(20.6)

 6

( 4.6)

 2

(1.5)
4.0

⑤ 청원 및 진정 등의 처리가 업무

성격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

이라 어려웠다 

130

(100.0)

29

(22.3)

60

(46.2)

32

(24.6)

 8

( 6.2)

 1

( 0.8)
3.8

① 수용자들과의 인간관계가 힘들

었다

131

(100.0)

14

(10.7)

44

(33.6)

38

(29.0)

28

(21.4)

 7

( 5.3)
3.2

③ 법률적 문제 등이 어려웠다
131

(100.0)

11

( 8.4)

43

(32.8)

44

(33.6)

27

(20.6)

 6

( 4.6)
3.2

⑦ 인권교육을 받으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131

(100.0)

13

( 9.9)

36

(27.5)

46

(35.1)

22

(16.8)

14

(10.7)
3.1

⑥ 내가 인권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131

(100.0)

 8

( 6.1)

28

(21.4)

42

(32.1)

41

(31.3)

12

( 9.2)
2.8

② 동료 직원들이 나를 수용자 편

으로 생각하여 힘들었다

132

(100.0)

 5

( 3.8)

26

(19.7)

33

(25.0)

50

(37.9)

18

(13.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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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교정공무원의 일반적 인권의식 및 수용자 인권현황에 대한 인식

1. 교정공무원의 교정시설 내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인식 (IV-1)

가. 교정시설 내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인식

교정시설 내 인권보호 상황에 대하여 교정공무원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

기 위하여 [표 5-2-1]에서와 같이 9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교정시설 내 인권보호 상황

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①수용자의 전반적인 인권보장, ②수용자의 관점에서의 

이해, ③교정시설의 위생문제, ④수용자 의료처우수준의 개선, ⑤수용자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수단의 마련, ⑥서신 발송 등 통신비밀의 보호, ⑦보호장비의 제한적 사용, 

⑧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의 열악함, ⑨교정공무원의 인권의식 수준’으로써,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긴밀하게 연관된 요인들을 포함시켰다. 

[표 5-2-1] 교정시설 내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인식

설문 문항 합 계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값

① 수용자의 인권은 전반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다

854

(100.0)

436

(51.1)

399

(46.7)

 18

( 2.1)

 1

( 0.1)

 0

(0.0)
4.5

⑥ 서신 발송 등에서 수용자의 통

신비밀은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

855

(100.0)

449

(52.5)

354

(41.4)

 49

( 5.7)

 3

( 0.4)

 0

(0.0)
4.5

⑦ 보호장비는 극히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

고 있다

855

(100.0)

476

(55.7)

334

(39.1)

 39

( 4.6)

 5

( 0.6)

 1

(0.1)
4.5

⑤ 수용자의 권리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854

(100.0)

439

(51.4)

354

(41.5)

 55

( 6.4)

 3

( 0.4)

 3

(0.4)
4.4

⑨ 교정공무원의 인권의식은 충

분히 높다

854

(100.0)

314

(36.8)

422

(49.4)

 99

(11.6)

 12

( 1.4)

 7

(0.8)
4.2

③ 위생적인 수용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시설이 상당 부분 개

선되었다

853

(100.0)

251

(29.4)

438

(51.3)

119

(14.0)

 42

( 4.9)

 3

(0.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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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항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을 부여함. 적극적으로 동의할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하여 평균값을 계산함. 

[표 5-2-1]을 보면, 9개 문항 중에서 7개 문항은 모두 평균값이 4.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2개의 문항에서만 평균값이 3.3점과 3.0점으로 낮은 수치

를 보인다.

‘①수용자의 인권은 전반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다’, ‘⑥서신 발송 등에서 수용자의 

통신비밀은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 ‘⑦보호장비는 극히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문항에서는 평균값이 4.5점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교정공무

원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다음으로 ‘⑤수용자의 권리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에서는 4.4점, ‘⑨교정공무원의 인권의식은 

충분히 높다’는 4.2점, ‘③위생적인 수용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시설이 상당 부분 개선

되었다’와 ‘⑧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수용자의 인권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문항에서는 평균값이 각각 4.0점으로 나타난다.

이와 비교하여 ‘②수용자 입장에서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는 문항과 

‘④수용자의 의료처우는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평균값이 각각 3.3점과 

3.0점으로 다른 문항보다 현저하게 낮은 값을 나타낸다. 즉 교정공무원들은 ‘②수용자 

입장에서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며, ‘④수용자의 의료처우는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비슷한 정도이다.

요컨대, [표 5-2-1]을 통해서 교정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①수용자의 전반적인 

설문 문항 합 계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값

⑧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열

악하여 수용자의 인권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855

(100.0)

324

(37.9)

279

(32.6)

169

(19.8)

 66

( 7.7)

17

(2.0)
4.0

② 수용자 입장에서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

853

(100.0)

 57

( 6.7)

302

(35.4)

341

(40.0)

105

(12.3)

48

(5.6)
3.3

④ 수용자의 의료처우는 더욱 개

선되어야 한다

853

(100.0)

 41

( 4.8)

219

(25.7)

368

(43.1)

147

(17.2)

78

(9.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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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 ③교정시설의 위생문제, ⑤수용자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수단의 마련, 

⑥서신 발송 등 통신비밀의 보호, ⑦보호장비의 제한적 사용, ⑨교정공무원의 인권의

식 수준’에 대해서 인권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긍정적으

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②수용자의 관점에서의 이해나 ④수용자 의료처우 

수준의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지 않다. 적극적으로 수용자의 입장

에서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거나 수용자의 의료처우가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편이다. 이외에도 ‘⑧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수용자 인권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항에 대

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냄으로써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교정공무원 근무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 교정시설 내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평가의 하위집단별 평균값 비교

1) 교정공무원의 성별, 인권청원업무 경험별 비교

다음의 [표 5-2-2]는 교정시설 내 인권보호 상황에 대하여 교정공무원의 성별, 인권

청원업무 경험에 따른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교정공무원의 성별에 따라 

2개 문항에서, 그리고 인권청원업무 경험별로는 한 개 문항에서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5-2-2] 교정시설 내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인식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1(성별/인권청원업무 경험)

설문 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③ 위생적인 수용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시설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성별

남 718 4.0
 -2.071*

여 134 4.2

⑦ 보호장비는 극히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사용되고 있다
성별

남 720 4.5
 -2.905**

여 134 4.6

⑧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수용자의 인

권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인권청원

업무경험

있음 143 4.3
 4.113***

없음 709 3.9

* : p<0.05, **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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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의 성별에 따라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문항은 

‘③위생적인 수용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시설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와 ‘⑦보호장비

는 극히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고 있다’이다. 각각의 문항에서 여자 

교정공무원의 평균값이 남자 교정공무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이런 평균값의 차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다. 즉 여자 교정공무원은 남자에 비하여 교정시

설의 위생상태가 잘 개선되었으며, 보호장비의 사용이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

정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청주여자교도소나 여자 수용자 사동의 

위생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이거나, 여자 수용자의 보호장비 사용횟수가 남자 

수용자들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인권청원업무 경험 유무에 따라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문항은 ‘⑧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수용자의 인권보

호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이다. 인권청원업무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평균값이 4.3점

을, 해당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에는 3.9점으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인다. 즉 

인권청원업무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들은 해당 경험이 없는 공무원과 비교하여 근무

환경의 열악함이 수용자의 인권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2) 교정공무원의 연령별, 직무기간별, 직급별 비교

[표 5-2-3]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 인권보호 상황에 대하여 교정공무원의 연령별, 

직무기간별, 직급별로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전체 9개의 문항 중에서 4개의 문항에

서 교정공무원 집단별로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표 5-2-3] 교정시설 내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인식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2(연령/근무기간/직급)

설문 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F

① 수용자의 인권은 전반적으로 잘 보

장되고 있다

연령

20대 이하 41 4.7

2.874*
30대 234 4.5

40대 324 4.5

50대 이상 255 4.4

근무기간 5년 이하 107 4.6 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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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05, ** : p<0.01, *** : p<0.001

설문 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F

 5년 초과~10년 이하 105 4.5

 10년 초과~20년 이하 193 4.5

20년 초과 200 4.4

직급

8, 9급 285 4.5

3.269*6, 7급 510 4.5

5급 이상 58 4.3

② 수용자 입장에서 수용생활의 어려

움을 생각해야 한다

연령

20대 이하 41 2.7

16.528***
30대 234 3.0

40대 324 3.4

50대 이상 254 3.4

근무기간

5년 이하 107 2.9

9.472***
 5년 초과~10년 이하 105 3.0

 10년 초과~20년 이하 193 3.3

20년 초과 200 3.5

직급

8, 9급 285 3.0

22.202***6, 7급 509 3.4

5급 이상 58 3.6

④ 수용자의 의료처우는 더욱 개선되

어야 한다

연령

20대 이하 41 2.2

21.368***
30대 234 2.8

40대 324 3.0

50대 이상 254 3.3

근무기간

5년 이하 107 2.5

15.618***
 5년 초과~10년 이하 105 2.8

 10년 초과~20년 이하 193 3.0

20년 초과 200 3.3

직급

8, 9급 285 2.7

28.979***6, 7급 509 3.1

5급 이상 58 3.4

⑤ 수용자의 권리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연령

20대 이하 41 4.6

4.204**
30대 234 4.5

40대 325 4.5

50대 이상 254 4.3

근무기간

5년 이하 107 4.5

3.421*
 5년 초과~10년 이하 105 4.4

 10년 초과~20년 이하 194 4.5

20년 초과 19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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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자의 인권은 전반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다’는 문항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연

령별, 근무기간별, 직급별로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하다. 연령별 집단의 평균값을 

보면, 연령이 낮은 20대의 경우 평균값이 4.7점이고,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4.4점으로 

가장 낮아 교정공무원의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수용자의 인권보장 수준에 대해 부정

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무기간별로는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집단의 

평균값은 4.6점이고 ‘20년 초과’의 경우에는 4.4점으로써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해당 

문항에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직급별로 보면, 직급이 낮은 ‘8급, 9급’의 

경우에는 평균값이 4.5점으로 ‘5급 이상’의 4.3점보다 높게 나타난다. 교정공무원은 

연령이 낮고, 근무기간이 짧고, 직급이 낮을수록 ‘①수용자의 인권은 전반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다’는 문항에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즉 현재의 수용자 인권보장 상황

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②수용자 입장에서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앞서 ‘①수

용자의 인권은 전반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다’는 문항과는 반대방향으로 평균값이 나

타난다. 교정공무원의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평균값

이 높다. 평균값의 집단별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도 수준

이 높다.

‘④수용자의 의료처우는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앞의 ‘②수용자 입장

에서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는 문항과 마찬가지로 교정공무원의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다. ‘④수용자의 의료처우

는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는 문항은 다른 문항에 비하여 평균값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교정공무원의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문항

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향이 강하고, 하위 집단별로 평균값의 차이도 매우 뚜렷하다.

‘⑤수용자의 권리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문항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연령이 낮을수록,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해당 문항에 동의하

는 경향이 높아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다. 다만 직급별 평균값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위의 [표 5-2-3]의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교정공무원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①수용자의 인권은 전반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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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권리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직급이 낮을수록 ‘①수용자의 인권은 전반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비하여 교정공무원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②수용자 입장에서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④수용자의 의료처

우는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교정공무원은 

연령이 높아지고, 근무기간이 길어지고, 상위 직급에 오를수록 수용자들의 전반적인 

인권보장 상황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

가.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

이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인권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다소 민감한 사안이나 가치판단이 필요한 상황, 혹은 소수집단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한 문항을 12개 선정하였다. 12개의 문항은 기존 연구에서 일반 

공무원 및 교정공무원의 인권교육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계발한 문항 중에서 선정하

고 필요한 경우 문항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446)

[표 5-2-4]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

446) 문용린 외, �인권교육 평가도구 및 실행지침�, 57-58면, 163-164면 참조.

설문 문항 합 계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값

⑤ 수용자에게 냉방(에어컨)을 제공하

는 것은 지나친 배려이다

858

(100.0)

361

(42.1)

259

(30.2)

140

(16.3)

 73

( 8.5)

25

( 2.9)
4.0

⑧ 처우 및 계호 규정을 지켰다면 수용

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한 것이다

857

(100.0)

232

(27.1)

405

(47.3)

187

(21.8)

 31

( 3.6)

 2

( 0.2)
4.0

④ 동성애자 수용자는 성폭력을 저지

를 수 있으므로 격리하는 것이 좋다

855

(100.0)

250

(29.2)

381

(44.6)

155

(18.1)

 51

( 6.0)

18

( 2.1)
3.9

⑨ 수용자 간 서신교환은 가능하면 허

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855

(100.0)

311

(36.4)

300

(35.1)

140

(16.4)

 80

( 9.4)

 24

( 2.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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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항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을 부여함. 적극적으로 동의할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하여 평균값을 계산함. 

[표 5-2-4]는 12개의 문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한 결과이며. 각 문항

의 평균값이 높은 순서에 따라 재정렬한 것이다. 각 문항의 평균값은 각 문항에 동의하

는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값을 나타낸다.

12개의 문항 중에서 평균값이 4.0 이상인 경우는 2개 문항인데, ‘⑤수용자에게 냉방

(에어컨)을 제공하는 것은 지나친 배려이다’와 ‘⑧처우 및 계호 규정을 지켰다면 수용

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한 것이다’가 여기에 해당한다. 교정공무원들의 대부분은 

혹서기에 ‘⑤수용자에게 냉방(에어컨)을 제공하는 것은 지나친 배려이다’에 동의하는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⑧처우 및 계호 규정을 지켰다면 수용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한 것이다’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평균값이 3.0정 이상, 4.0 미만에 해당하는 문항은 6개인데, 이 중에서 

설문 문항 합 계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값

⑩ 과밀수용으로 인한 불편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856

(100.0)

182

(21.3)

297

(34.7)

172

(20.1)

159

(18.6)

 46

( 5.4)
3.5

⑥ 수용자 개인의 사생활은 최대한 보

호되어야 한다

857

(100.0)

108

(12.6)

283

(33.0)

297

(34.7)

126

(14.7)

 43

( 5.0)
3.3

⑪ 수용자에게는 쾌적한 시설보다는 

최소한의 시설만 제공하는 것이 

좋다

856

(100.0)

160

(18.7)

180

(21.0)

234

(27.3)

219

(25.6)

 63

( 7.4)
3.2

⑫ 교정공무원의 업무특성상 수용자

의 인권을 다소 침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856

(100.0)

133

(15.5)

219

(25.6)

238

(27.8)

193

(22.5)

 73

( 8.5)
3.2

③ 전염 예방을 위해 HIV(인체면역결

핍바이러스) 보균 수용자가 누구인

지 다른 수용자도 아는 것이 좋다

856

(100.0)

116

(13.6)

170

(19.9)

196

(22.9)

225

(26.3)

149

(17.4)
2.9

⑦ 효율적 계호를 위해 수용자에게 반

말로 지시할 수도 있다

857

(100.0)

 83

( 9.7)

179

(20.9)

267

(31.2)

244

(28.5)

 84

( 9.8)
2.9

① 전과자, 재소자들은 일반인과 동일

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856

(100.0)

103

(12.0)

192

(21.3)

186

(21.7)

219

(25.6)

166

(19.4)
2.8

② 외부인과의 잦은 접견은 수용생활

을 방해하므로 접견을 제한하는 것

이 좋다

856

(100.0)

 71

( 8.3)

105

(12.3)

224

(26.2)

340

(39,7)

116

(13.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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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동성애자 수용자는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으므로 격리하는 것이 좋다’와 ‘⑨수용자 

간 서신교환은 가능하면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문항이 각각 3.9점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인다. 이외에 ‘⑩과밀수용으로 인한 불편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가 

3.5점, ‘⑥수용자 개인의 사생활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가 3.3점, ‘⑪수용자에게는 

쾌적한 시설보다는 최소한의 시설만 제공하는 것이 좋다’와 ‘⑫교정공무원의 업무특

성상 수용자의 인권을 다소 침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가 각각 3.2점이다. 이외에 

세 개의 문항에서는 평균값이 3.0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⑦효율적 계호를 

위해 수용자에게 반말로 지시할 수도 있다’, ‘①전과자, 재소자들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②외부인과의 잦은 접견은 수용생활을 방해하므로 

접견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가 해당된다. 평균값이 3.0점 전후인 경우는 각 문항에 

동의한 경우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한 경우가 비슷한 비율로 분포한다. 

이외에 평균값이 2.9점 이하인 네 개의 문항은 각각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경우이다. ‘③전염 예방을 위해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보균 수용자가 누구

인지 다른 수용자도 아는 것이 좋다’, ‘⑦효율적 계호를 위해 수용자에게 반말로 지시

할 수도 있다’, ‘①전과자, 재소자들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

다’, 그리고 ‘②외부인과의 잦은 접견은 수용생활을 방해하므로 접견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가 여기에 해당한다.

위의 12개 문항 중에서 ‘⑥수용자 개인의 사생활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문항

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의 문항에서는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수용자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교정공무원들은 혹서기에 수용자에게 냉방(에어컨)을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처우 및 계호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

로도 인권보장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처우 및 계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최소한의 인권보장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충분한 인권보장으

로 보는 관점은 인권의식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④동성애자 

수용자는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으므로 격리하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

이 높았는데, 이는 동성애자가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는 편견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수용자 간 서신교환, 과밀수용의 감수, 수용자 사생활의 보호, 수용

시설의 쾌적성보다는 최소한의 시설 제공, 교정공무원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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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 사고,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보균 수용자의 전염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효율적 계호를 위한 반말의 사용에 대한 허용적 태도, 재소자나 전과자에 대한 

편견, 수용자 접견 제한에 대한 허용적 태도 등은 모두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저해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표 5-2-4]에서 12개 문항의 평균값을 통해 나타난 교정공무원의 전반적인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은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최소

한의 처우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심지어 관련 

법규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하거나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보균 수용자 및 

서신교환의 권리 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하여 수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나.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의 하위집단별 평균값 비교

1) 교정공무원의 성별, 인권청원업무 경험별 비교

[표 5-2-5]는 교정공무원의 성별, 인권청원업무 경험 유무별로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문항만을 정리한 것이다. 교정공무원의 성별 집

단 간에는 2개 문항에서, 그리고 인권청원업무 경험 유무별로는 4개의 문항에서 집단

별로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에서 교정공무원의 성별 집단 차이를 살펴보면, ‘④동성

애자 수용자는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으므로 격리하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서 여자 

교정공무원의 평균값이 남자에 비하여 높고, ‘⑨수용자 간 서신교환은 가능하면 허용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서는 남자 교정공무원의 평균값이 여자 교정공무원보

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여자 교정공무원이 동성애자 수용자에 대한 편견이 남자 

교정공무원에 비하여 더 많고, 수용자의 서신교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남자 교정

공무원들이 여자 교정공무원에 비하여 더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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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5]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1(성별/인권청원업무 경험)

* : p<0.05, ** : p<0.01, *** : p<0.001

인권청원업무 경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⑤수용자에게 냉방(에어컨)을 제공하

는 것은 지나친 배려이다’, ‘⑦효율적 계호를 위해 수용자에게 반말로 지시할 수도 

있다’, ‘⑪수용자에게는 쾌적한 시설보다는 최소한의 시설만 제공하는 것이 좋다’, 

‘⑫교정공무원의 업무특성상 수용자의 인권을 다소 침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네 개의 문항에서 인권청원 업무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이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하여 모두 낮게 나타난다. 즉 인권청원업무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의 경우에는 

위의 네 가지 문항과 관련한 인권의식에서 인권청원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들과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의식수준을 보여준다. 

요컨대, 인권청원업무를 경험한 교정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수용자에게 냉방(에어

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보다 허용적이며, 효율적 계호를 위해 수용자에게 반말로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수용자에게는 보다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

이 좋다는 생각에 긍정적이며,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수용

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다. 

2) 교정공무원의 연령별, 직무기간별, 직급별 비교

[표 5-2-6]에서 [표 5-2-8]까지 세 개의 표는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이 교정공무

설문 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④ 동성애자 수용자는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으므

로 격리하는 것이 좋다
성별

남 719 4.0
 2.434*

여 135 4.2

⑨ 수용자 간 서신교환은 가능하면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성별

남 719 4.0  

-4.925***여 135 3.7

⑤ 수용자에게 냉방(에어컨)을 제공하는 것은 지

나친 배려이다

인권청원

업무경험

있음 143 3.8
-2.135*

없음 712 4.0

⑦ 효율적 계호를 위해 수용자에게 반말로 지시할 

수도 있다

인권청원

업무경험

있음 143 2.7
-2.401*

없음 711 3.0

⑪ 수용자에게는 쾌적한 시설보다는 최소한의 시

설만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인권청원

업무경험

있음 143 2.9
-3.570***

없음 710 3.2

⑫ 교정공무원의 업무특성상 수용자의 인권을 다

소 침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인권청원

업무경험

있음 143 2.9
-2.452*

없음 710 3.2



제5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인적 요소’ 평가: 교정공무원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243

원의 연령별, 근무기간별, 직급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을 측정한 12개의 문항 중에서 ‘④동성애자 수용자는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으므로 격리하는 것이 좋다’와 ‘⑨수용자 간 서신교환은 가능하면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문항은 공무원의 하위집단별로 평균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즉 교정

공무원들은 연령이나 직무기간, 직급별 차이와 상관없이 ‘동성애자 수용자는 성폭력

을 저지를 수 있으므로 격리하는 것이 좋다’, 혹은 ‘수용자 간 서신교환은 가능하면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④번 문항과 ⑨번 

문항은 앞의 [표 5-2-4]에서 평균값이 각각 3.9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교정공무원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고 수용자간 서신교환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편견은 연령, 직무기간, 직급별 집단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외에 나머지 10개 문항에서는 모두 교정공무원의 연령별, 근무기간별, 직급별로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0개 문항에서 모두 일관된 특성을 

보여준다. 문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교정공무원의 연령이 낮을수록, 

직무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직급이 낮을수록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인권의식이 상대

적으로 낮고, 수용자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인 처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예컨대, ‘①전과자, 재소자들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는 

문항에 대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높은 평균값

을 보여주어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 집단에서는 30대의 평균

값이 20대보다 높게 나타나서 20대보다 30대가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40대와 50대의 평균값을 함께 고려하면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평균값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②외부인과의 잦은 접견은 수용생활을 방해하므로 접견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③전염 예방을 위해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보균 수용자가 누구인지 다른 

수용자도 아는 것이 좋다’, ‘⑤수용자에게 냉방(에어컨)을 제공하는 것은 지나친 배려

이다’, ‘⑦효율적 계호를 위해 수용자에게 반말로 지시할 수도 있다’, ‘⑧처우 및 계호 

규정을 지켰다면 수용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한 것이다’, ‘⑩과밀수용으로 인한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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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⑪수용자에게는 쾌적한 시설보다는 최소한의 시설만 

제공하는 것이 좋다’, ‘⑫교정공무원의 업무특성상 수용자의 인권을 다소 침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8개 문항에서 교정공무원의 연령이 낮을수록, 근무기간이 짧을

수록, 그리고 직급이 낮을수록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⑥수용자 개인의 사생활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문항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술되어 있어 문항에 동의할수록, 즉 

높은 평균값을 보일수록 수용자 인권보장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⑥번 문항의 경우에는 다른 문항과 반대 방향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근무기간

이 짧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평균값이 낮게 나타난다. 즉 교정공무원의 나이가 적을

수록,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수용자 개인의 사생활이 최대한 보호되

어야 한다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표 5-2-6]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2-1(연령/근무기간/직급)

설문 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F

① 전과자, 재소자들은 일반인과 동일

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연령

20대 이하  43 2.9

4.252**
30대 233 3.0

40대 326 2.8

50대 이상 254 2.6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3.2

5.304**
5년 초과~10년 이하 105 3.0

10년 초과~20년 이하 193 2.6

20년 초과 200 2.7

직급

8, 9급 289 3.1

12.232***6, 7급 507 2.7

5급 이상  59 2.5

② 외부인과의 잦은 접견은 수용생활

을 방해하므로 접견을 제한하는 것

이 좋다

연령

20대 이하  43 3.2

10.335***
30대 233 2.8

40대 326 2.5

50대 이상 254 2.4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3.1

12.999***
5년 초과~10년 이하 104 2.8

10년 초과~20년 이하 194 2.4

20년 초과 20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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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05, ** : p<0.01, *** : p<0.001

[표 5-2-7]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2-2(연령/근무기간/직급)

설문 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F

직급

8, 9급 288 3.0

22.965***6, 7급 508 2.5

5급 이상  59 2.3

③ 전염 예방을 위해 HIV(인체면역결

핍바이러스) 보균 수용자가 누구인

지 다른 수용자도 아는 것이 좋다

연령

20대 이하  43 2.9

5.071**
30대 234 3.1

40대 326 2.9

50대 이상 253 2.6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2.9

4.396**
5년 초과~10년 이하 105 3.0

10년 초과~20년 이하 194 2.9

20년 초과 200 2.6

직급

8, 9급 289 3.1

5.472**6, 7급 507 2.7

5급 이상  59 2.8

설문 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F

⑤ 수용자에게 냉방(에어컨)을 제공하

는 것은 지나친 배려이다

연령

20대 이하  43 4.2

7.272***
30대 234 4.3

40대 326 3.9

50대 이상 255 3.8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4.2

5.527**
5년 초과~10년 이하 105 4.1

10년 초과~20년 이하 194 4.0

20년 초과 200 3.7

직급

8, 9급 289 4.2

7.541**6, 7급 509 4.0

5급 이상  59 3.6

⑥ 수용자 개인의 사생활은 최대한 보

호되어야 한다

연령

20대 이하  43 3.2

3.784*
30대 234 3.2

40대 326 3.3

50대 이상 254 3.5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3.1

5.151**
5년 초과~10년 이하 105 3.2

10년 초과~20년 이하 194 3.3

20년 초과 20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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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05, ** : p<0.01, *** : p<0.001

[표 5-2-8]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2-3(연령/근무기간/직급)

설문 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F

직급

8, 9급 289 3.1

7.090**6, 7급 508 3.4

5급 이상  59 3.5

⑦ 효율적 계호를 위해 수용자에게 반

말로 지시할 수도 있다

연령

20대 이하  43 3.2

5.299**
30대 234 3.1

40대 326 2.9

50대 이상 254 2.7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3.0

3.765*
5년 초과~10년 이하 105 3.0

10년 초과~20년 이하 194 2.9

20년 초과 200 2.7

직급

8, 9급 289 3.1

5.075**6, 7급 508 2.8

5급 이상  59 2.8

⑧ 처우 및 계호 규정을 지켰다면 수용

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한 것이다

연령

20대 이하  43 4.3

8.213***
30대 233 4.1

40대 326 3.9

50대 이상 255 3.9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4.2

4.374**
5년 초과~10년 이하 105 3.9

10년 초과~20년 이하 193 3.9

20년 초과 200 3.9

직급

8, 9급 289 4.1

6.654**6, 7급 508 3.9

5급 이상  59 3.8

설문 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F

⑩ 과밀수용으로 인한 불편은 감수할 수밖

에 없는 일이다

연령

20대 이하  42 3.9

5.823**
30대 234 3.7

40대 326 3.4

50대 이상 254 3.3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3.7

4.917**
5년 초과~10년 이하 105 3.4

10년 초과~20년 이하 194 3.5

20년 초과 20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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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05, ** : p<0.01, *** : p<0.001

다.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지수의 하위집단별 비교

앞서 [표 5-2-4]에 제시된 12개의 문항은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교정공무원의 

인권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이들 12개 문항의 응답 결과에 근거하여 교정공무

원의 인권지수를 산출하였다. 각 문항별로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경향이 강할수

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하여 12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였다. 12개의 문항 중에서 

‘⑥수용자 개인의 사생활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①매우 그렇다’에 

설문 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F

직급

8, 9급 288 3.7

7.459**6, 7급 508 3.4

5급 이상  59 3.1

⑪ 수용자에게는 쾌적한 시설보다는 최소

한의 시설만 제공하는 것이 좋다

연령

20대 이하  42 3.6

17.516*

**

30대 234 3.6

40대 326 3.1

50대 이상 254 2.8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3.6

17.811*

**

5년 초과~10년 이하 105 3.3

10년 초과~20년 이하 194 3.2

20년 초과 200 2.7

직급

8, 9급 288 3.6
29.022*

**
6, 7급 508 3.0

5급 이상  59 2.6

⑫ 교정공무원의 업무특성상 수용자의 인

권을 다소 침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연령

20대 이하  42 3.7

14.841*

**

30대 234 3.5

40대 326 3.1

50대 이상 254 2.9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3.6

10.527*

**

5년 초과~10년 이하 105 3.2

10년 초과~20년 이하 194 3.1

20년 초과 200 2.8

직급

8, 9급 288 3.5
19.561*

**
6, 7급 508 3.1

5급 이상  5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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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경우에 5점을, ‘⑤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문항의 경우에

는 ‘⑤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에 5점을, ‘①매우 그렇다’는 1점을 부여하였다.

교정공무원의 성별, 인권청원업 경험별 인권지수의 평균값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5-2-9]와 같고, 교정공무원의 연령별, 근무기간별, 직급별 집단의 인권지수 평균값

의 비교 결과는 [표 5-2-10]과 같다.

[표 5-2-9]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지수에 대한 집단별 평균값 비교1(성별/인권청

원업무 경험)

* : p<0.05, ** : p<0.01, *** : p<0.001

[표 5-2-9]에서 교정공무원의 성별 집단에 따라 인권지수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남자 교정공무원과 여자 교정공무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남자 교정공무원과 여자 교정공무원의 인권지수는 각각 32.5점과 32.2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다. 이에 비하여 인권청원경험 여부에 따라 각 집단의 평균값을 보면, 

인권청원업무 경험이 있었던 집단의 인권지수 평균값이 해당 업무 경험이 없는 집단

에 비하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인권청원업무 

경험은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인권의식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5-2-10]에서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지수의 연령별, 근무기간별, 

직급별 집단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각 하위집단별로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

타난다. 교정공무원의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지수의 평균값이 높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교정공무원의 연령이 많을

수록, 오래 근무한 직원일수록, 그리고 직급이 높을수록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수용자

의 인권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요컨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은 성별 차이는 없으며, 인권청원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에 평균값이 더 높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집단 사례수 평균 t

교정공무원의 인권지수

성별
남자 715 32.5

.413
여자 133 32.2

인권청원업

무경험

있음 142 33.9
2.475*

없음 705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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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아진다.

[표 5-2-10]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지수에 대한 집단별 평균값 비교2(연령/근무기간/직급)

* : p<0.05, ** : p<0.01, *** : p<0.001

제3절 | 교정공무원의 진정･청원 관련 경험 및 인식

1. 교정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표 5-3-1]은 교정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파악한 것이다. [표 5-3-1]을 보면, 대부분의 교정공무원들은 ‘①언제나 

수용자로부터 고소･고발 또는 진정･청원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사대상

자 교정공무원의 94%(807명)가 해당 문항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②언제나 교정

사고 발생을 염려한다’는 문항에도 87.4%(753명)가 ‘매우 그렇다’ 혹은 ‘대체로 그렇

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④수용자들이 교정공무원들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아 업무

수행이 힘들다’와 ‘③폭행이나 상해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문항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높다.

내 용 집단 사례수 평균 F

교정공무원의 인권지수

연령

20대 이하 42 29.5

18.158***
30대 231 30.1

40대 324 32.9

50대 이상 252 34.5

근무기간

5년 이하 110 30.0

13.889***
 5년 초과~10년 이하 102 31.6

 10년 초과~20년 이하 192 32.9

20년 초과 199 35.2

직급

8, 9급 285 30.0

26.824***6, 7급 505 33.5

5급 이상 58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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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직무수행 중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 각 문항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을 부여함. 적극적으로 동의할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하여 평균값을 계산함.

2.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피해 경험

가. 수용자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피해 경험

앞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표 5-3-1] 참조),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의 94% 

정도가 ‘언제나 수용자로부터 고소･고발 또는 진정･청원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교정공무원 중에 고소, 고발, 진정, 청원,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들로부터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폭행 및 협박을 경험한 정도를 정리하면 [표 5-3-2]와 같다.

[표 5-3-2]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피해 경험 여부

설문 문항 합 계
① 있다

(취하한 경우 포함)

② 없다

① 수용자로부터 청원당한 경험 860(100.0) 194(22.6) 666(77.4)

② 수용자로부터 진정(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

권국) 당한 경험
860(100.0) 344(40.0) 516(60.0)

③ 수용자로부터 고소, 고발당한 경험 861(100.0) 322(37.4) 539(62.6)

④ 수용자로부터 폭행, 협박당한 경험 861(100.0) 363(42.2) 498(57.8)

 청원, 진정, 고소, 고발, 폭행, 협박 경험 861(100.0) 474(55.1) 387(44.9)

설문 문항 합 계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값

① 언제나 수용자로부터 고소･고발 

또는 진정･청원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63

(100.0)

499

(57.8)

308

(35.7)

48

(5.6)

6

(0.7)

2

(0.2)
4.5

② 언제나 교정사고 발생을 염려한다
862

(100.0)

367

(42.6)

386

(44.8)

98

(11.4)

10

(1.2)

1

(0.1)
4.3

④ 수용자들이 교정공무원들의 지시

에 잘 따르지 않아 업무수행이 힘

들다

862

(100.0)

204

(23.7)

337

(39.1)

254

(29.5)

63

(7.3)

4

(0.5)
3.8

③ 폭행이나 상해의 두려움을 느낀다
862

(100.0)

192

(22.3)

263

(30.5)

289

(33.5)

111

(12.9)

7

(0.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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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2]를 보면, 전체 응답자 860명 중에서 22.6%(194명)이 수용자의 청원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고, 40.0%(344명)는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법무부 인권

국에 진정하는 사례를 경험했으며, 37.4%(322명)는 수용자로부터 고소나 고발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42.2%(363명)는 수용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정공무원의 40% 전후가 각각 수용자의 진정, 고소･고발, 폭행 및 협박

을 경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청원의 경험율은 23% 정도로 낮은 편이다. 또한 직무 

수행 중에 한번이라도 수용자로부터 청원이나 고소, 고발, 진정, 폭행, 협박 중에 한 

가지라도 경험한 비율은 55.1%(474명)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얼마나 높은 비율의 교

정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용자의 고소, 고발, 진정, 청원,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5-3-3]은 조사대상 교정공무원들이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수용자로부터 

청원, 진정, 고소･고발, 폭행･협박을 당한 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5-3-3] 수용자로부터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을 당한 횟수

설문 문항 합 계 ①1회 ②2회 ④3회
③4회 이상

~9회 이하
⑤10회 이상

① 청원당한 횟수
188

(100.0)

 68

(36.2)

56

(29.8)

27

(14.4)

22

(11.7)

15

(8.0)

② 진정(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국)당한 횟수

333

(100.0)

129

(38.7)

97

(29.1)

50

(15.0)

31

(9.3)

26

( 7.8)

③ 고소･고발당한 횟수
311

(100.0)

150

(48.2)

72

(23.2)

41

(13.2)

32

(10.3)

16

( 5.1)

④ 폭행･협박당한 횟수
346

(100.0)

83

(24.0)

73

(21.1)

80

(23.1)

58

(16.8)

52

(15.0)

교정공무원이 청원을 당한 횟수를 보면, 1회가 36.2%(68명), 2회가 29.82%(56명), 

3회가 14.4%(27명)이고, 4회 이상~9회 이하가 11.7%(22명), 10회 이상도 8.0%(15명)

를 차지한다. 진정을 당한 횟수도 청원을 당한 횟수와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고소나 

고발을 당한 횟수는 1회의 비율이 48.2%(150명)로 더 높았고, 4회 이상인 경우는 

15.4%(48명)로 청원이나 진정의 경우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폭행 및 협박 경험의 

경우에는 1회 경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4회 이상 경험자가 31.8%(110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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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청원이나 진정, 고소, 고발 경험자의 비율에 비하여 높다. 이는 수용자들의 폭행 

및 협박 빈도가 청원이나 진정, 고소, 고발에 비하여 훨씬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직무기간이 긴 교정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용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는 경험이 상당한 정도로 많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수용자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피해 경험에 대한 반응 및 어려움

[표 5-3-4]는 교정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용자들로부터 진정･청원 및 고

소･고발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감정적인 상태에 놓이는지 살펴본 것이다.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피해를 당한 교정공무원의 대부분은 ‘④해당 수용자에 대하여 화가 

났다’, ‘⑥다른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귀찮았다’, ‘③괜한 피해자가 된 것 같아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②교정업무에 대하여 회의가 들었다’에 동의하는 경향이 높았

으며, 이에 비하여 ‘⑤수용자 관리를 원칙대로 한 것이 후회되었다’, ‘①교정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⑦내가 규정을 

잘 지키지 못해 수용자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에는 동의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⑦내가 규정을 잘 지키지 못해 수용자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는 

문항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교정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에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등을 당하는 경우, 해당 수용자에 대하여 화가 나는 

경험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로 인한 조사로 

인해 번거로움을 경험하고, 피해자가 된 것 같은 억울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교정공무

원이 된 것에 대해 회의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수용관리를 원칙적으로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는 37%(174명)이고,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등에 대해 다발

하는 일이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는 31%(146명)에 불과하다. 특히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등이 교정공무원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전체 경험자의 1.5%(7명)에 불과하다. 즉,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피해를 

경험한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교정공

무원의 실수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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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4]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피해를 당했을 때 교정공무원의 정서상태

* 각 문항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을 부여함. 적극적으로 동의할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하여 평균값을 계산함. 

[표 5-3-5]는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로부터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피해를 당했을 

때의 어려움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다.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평균값을 

계산하고 평균값이 높은 문항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표 5-3-5]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피해를 당했을 때의 어려움

설문 문항 합 계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값

④ 해당 수용자에 대하여 화가 났다
474

(100.0)

157

(33.1)

178

(37.6)

106

(22.4)

 28

( 5.9)

 5

( 1.1)
4.0

⑥ 다른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귀찮았다

472

(100.0)

160

(33.9)

174

(36.9)

 83

(17.6)

 39

( 8.3)

 16

( 3.4)
3.9

③ 괜한 피해자가 된 것 같아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473

(100.0)

135

(28.5)

182

(38.5)

 88

(18.6)

 58

(12.3)

 10

( 2.1)
3.8

② 교정업무에 대하여 회의가 들었다
473

(100.0)

132

(27.9)

171

(36.2)

 99

(20.9)

 59

(12.5)

 12

( 2.5)
3.7

⑤ 수용자 관리를 원칙대로 한 것이 후

회되었다

474

(100.0)

 65

(13.7)

109

(23.0)

 83

(17.5)

142

(30.0)

 75

(15.8)
2.9

① 교정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빈번하

게 일어나는 일이므로 크게 신경쓰

지 않았다

471

(100.0)

 24

( 5.1)

122

(25.9)

115

(24.4)

127

(27.0)

 83

(17.6)
2.7

⑦ 내가 규정을 잘 지키지 못해 수용자

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474

(100.0)

 2

( 0.4)

5

(1.1)

 33

( 7.0)

148

(31.2)

286

(60.3)
1.5

설문 문항 합 계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값

① 그 사건에 매달리는 시간 때문에 고

유업무 수행이 어려웠다

476

(100.0)

114

(23.9)

209

(43.9)

 97

(20.4)

 48

(10.1)

 8

( 1.7)
3.8

⑥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등 조사기관

에서 범죄자처럼 취급하여 불쾌

했다

470

(100.0)

108

(23.0)

136

(28.9)

123

(26.2)

 84

(17.9)

19

( 4.0)
3.5

⑦ 조사 후 “혐의없음” 등의 기록이 남

아 불쾌했다

465

(100.0)

108

(23.2)

117

(25.2)

116

(24.9)

 92

(19.8)

32

( 6.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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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항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을 부여함. 적극적으로 동의할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하여 평균값을 계산함. 

[표 5-3-5]를 보면, 수용자로부터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의 겪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문항은 ‘①그 사건에 매달리는 시간 때문에 고유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이며 평균값이 

3.8점이다. 다음으로는 ‘⑥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등 조사기관에서 범죄자처럼 취급하

여 불쾌했다’는 문항의 평균값이 3.5점이고, ‘⑦조사 후 “혐의없음” 등의 기록이 남아 

불쾌했다’의 평균값은 3.4점이고, ‘④진정･청원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원칙대

로 수용관리를 할 수 없었다’는 문항은 3.2점이다. 이외에 다른 2개의 문항은 평균값이 

3.1점으로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과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②기관으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받지 못해 어려웠다’, ‘③기관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는 문항이 여기에 속한다. 다만, ‘⑤진정･청원 등으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아 평균값이 

3.0점 보다 낮은 2.6점에 그쳤다.

다.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수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경험

교정공무원들과의 심층면접결과에 따르면, 수용자로부터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상태에 놓인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들이 제기한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을 취하하도

록 하는 과정에서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설문 문항 합 계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값

④ 진정･청원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

되어 원칙대로 수용관리를 할 수 없

었다

478

(100.0)

 75

(15.8)

143

(30.0)

106

(22.3)

117

(24.6)

35

( 7.4)
3.2

② 기관으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받지 

못해 어려웠다

476

(100.0)

 62

(13.0)

112

(23.5)

141

(29.6)

131

(27.5)

30

( 6.3)
3.1

③ 기관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

아 힘들었다

477

(100.0)

 67

(14.0)

119

(24.9)

121

(25.4)

134

(28.1)

36

( 7.5)
3.1

⑤ 진정･청원 등으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476

(100.0)

 30

( 6.3)

67

(14.1)

119

(25.0)

179

(37.6)

81

(17.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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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고 한다. [표 5-3-6]에서는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을 경험한 교정공무원

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용자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

의 편의를 어느 정도 제공했는지 살펴보았다.

[표 5-3-6] 교정공무원이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을 취하한 수용자에게 제공한 편의 종류

설문 문항 합 계 ① 있다 ② 없다

① 독거수용을 해준 적이 있다 309(100.0) 74(23.9) 235(76.1)

② 대상자는 아니지만 외부병원 진료지원을 해준 적이 있다 306(100.0) 46(15.0) 260(85.0)

③ 취업장 출역에 도움을 준 적이 있다 304(100.0) 35(11.5) 269(88.5)

④ 사회복귀과 영치금을 지원한 적이 있다 306(100.0) 70(22.9) 236(77.1)

⑤ 개인적으로 영치금을 지원해준 적이 있다 303(100.0) 18( 5.9) 285(94.1)

⑥ 기타(전화 사용 허가, 거실 조정 등) 303(100.0)  6( 2.0) 297(98.0)

①, ②, ③, ④, ⑤, ⑥ 중에서 한 가지라도 편의를 제공한 경우 309(100.0) 116( 37.5) 199(62.5)

수용자들로부터 진정이나 청원, 혹은 고소, 고발을 당한 교정공무원은 해당 사건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수용자들의 불만을 청취하고 수용자들이 진정, 청원, 고소, 고발

을 취하하도록 하기 위해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의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수용자들의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을 취하시키기 위해 동원되는 수용생활

의 편의사항으로는 ‘독거실 수용’, ‘외부병원 진료’, ‘취업장 출역’, ‘사회복귀과 영치금 

지원’, ‘개인적으로 영치금 지원’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①독거수용을 해준 적이 있다’이다. 수용자의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이 취하되

었던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의 23.9% 정도(74명)가 독거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④사회복귀과 영치금을 지원한 적이 있다’가 

22.9% 정도(70명)이고, ‘②대상자는 아니지만 외부병원 진료지원을 해준 적이 있다’가 

15.0%(46명), ‘③취업장 출역에 도움을 준 적이 있다’가 11.5%(35명), ‘⑤개인적으로 

영치금을 지원해준 적이 있다’가 5.9%(18%)이다. 이외에도 거실을 조정한다거나 전화

사용을 허가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는 2.0%(6명)이다. [표 5-3-6]을 보면, 

수용자가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을 취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가지 이상 수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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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은 사건이 취하된 경험이 있는 조사

대상 교정공무원 309명의 37.6%(116명)에 이른다. 

요컨대,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들이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을 취하하도록 하기 

위해 수용자들이 원하는 독거실 사용, 사회복지과 영치금 지원, 외부병원 진료, 취업장 

출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정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수용

자에게 영치금을 제공한 경우도 상당수(18명, 5.9%) 존재한다. 수용자가 원하는 처우 

내용이 교정공무원들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특정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을 한 수용자들은 [표 

5-3-6]에 제시된 수용생활의 편의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수용자들의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용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다. 어찌되었든 교정공무원들

과의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 수용자들은 그렇

지 않은 수용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여러 가지 수용생활의 편의를 누리

게 되는데, 이로 인해 수용자들의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이 남용되는 악순환이 반복

된다는 지적이 있다. 

3. 진정･청원의 증가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

가. 진정･청원의 증가에 대한 평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수용자의 진정 및 청원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하여 교정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표 5-3-7]

은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의 진정 및 청원의 증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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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7] 진정･청원 증가 원인에 대한 평가

* 각 문항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을 부여함. 적극적으로 동의할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하여 평균값을 계산함. 

[표 5-3-7]에 제시된 6개의 문항 중에서 수용자들이 진정이나 청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하여 교정공무원들이 가장 공감하고 동의하는 문항은 ‘④진정･청원 등의 증가

는 진정･청원 등을 많이 한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 비해 수용생활이 편해지기 때문이

다’와 ‘⑤진정･청원 등의 증가는 수용자들의 처우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다. 이 두 개의 문항은 평균값이 각각 3.8점으로 70% 이상의 교정공무원이 해당 

내용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①진정･청원 등의 증가는 수용자들의 인권의식이 고양

된 결과이다’와 ‘③진정･청원 등의 증가는 교정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는 문항은 

평균값이 각각 3.2점으로 이를 부정하는 비율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

는 정도이다. 이에 비하여 ‘②진정･청원 등의 증가는 수용규율이 해이해졌기 때문이

다’와 ‘⑥직원이 진정･청원 등을 당할만한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진정･청원이 제기

되는 것이다’는 두 개의 문항에서는 평균값이 2.9점과 2.0점으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

이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⑥직원이 진정･청원 등을 당할만한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

설문 문항 합 계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값

④ 진정･청원 등의 증가는 진정･청원 

등을 많이 한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

에 비해 수용생활이 편해지기 때문

이다

861

(100.0)

248

(28.8)

345

(40.1)

154

(17.9)

 92

(10.7)

 22

( 2.6)
3.8

⑤ 진정･청원 등의 증가는 수용자들의 

처우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

이다

862

(100.0)

201

(23.3)

409

(47.4)

150

(17.4)

 66

( 7.7)

36

( 4.2)
3.8

① 진정･청원 등의 증가는 수용자들의 

인권의식이 고양된 결과이다

862

(100.0)

173

(20.1)

267

(31.0)

132

(15.3)

179

(20.8)

111

(12.9)
3.2

③ 진정･청원 등의 증가는 교정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863

(100.0)

131

(15.2)

270

(31.3)

185

(21.4)

188

(21.8)

 89

(10.3)
3.2

② 진정･청원 등의 증가는 수용규율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다

862

(100.0)

105

(12.2)

185

(21.5)

202

(23.4)

267

(31.0)

103

(11.9)
2.9

⑥ 직원이 진정･청원 등을 당할만한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진정･청원

이 제기되는 것이다

861

(100.0)

 8

( 0.9)

 31

( 3.6)

158

(18.4)

412

(47.9)

252

(29.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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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정･청원이 제기되는 것이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이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0.9%(8명),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3.6%(31명)에 불과하다. 즉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들이 진정이나 청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수용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정이나 청원을 이용하기 때문

이고, 수용자들이 처우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높다. 

이에 비하여 수용자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졌다거나 교정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정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지 

않다. 또한 수용자가 진정이나 청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수용규율이 약해졌기 때문이

라고 생각하는 교정공무원의 비율(33.7%)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비율(42.9%)보다 

낮다. 특히 교정공무원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과오를 범하기 때문이라

고 생각하는 경우는 현저하게 낮다(4.5%, 39명).

나. 진정･청원의 오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표 5-3-8]은 교정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용자들의 진정･청원 등의 오남용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표 5-3-8] 진정･청원 등의 오남용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설문 문항 합 계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값

② 혐의 없는 사건이나 무고사건에 대

한 단호한 대처

863

(100.0)

629

(72.9)

187

(21.7)

 43

( 5.0)

 3

(0.3)

1

(0.1)
4.7

④ 동일 사안에 대한 동시다발적 진

정･청원이 가능한 현행제도의 개선

863

(100.0)

526

(61.0)

260

(30.1)

 64

( 7.4)

10

(1.2)

3

(0.3)
4.5

① 공익법무관 등 법률전문가를 통한 직

원들의 소송지원 및 자문기회 확대

862

(100.0)

434

(50.3)

314

(36.4)

 99

(11.5)

10

(1.2)

5

(0.6)
4.3

③ 인용이나 시정에 따른 기관의 부담 

최소화

862

(100.0)

410

(47.6)

319

(37.0)

116

(13.5)

14

(1.6)

3

(0.3)
4.3

* 각 문항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을 부여함. 적극적으로 동의할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하여 평균값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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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들은 [표 5-3-8]에 제시된 네 가지 대응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감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네 가지 대응방안 중에서 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평균값이 

가장 높은 문항은 ‘②혐의 없는 사건이나 무고사건에 대한 단호한 대처’이다. 해당 

문항에 ‘매우 그렇다’, 혹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교정공무원은 전체 조사대상자

의 94.6%(816명)에 해당한다. 이외에 ‘④동일 사안에 대한 동시다발적 진정･청원이 

가능한 현행제도의 개선’은 평균값이 4.5점, ‘①공익법무관 등 법률전문가를 통한 직

원들의 소송지원 및 자문기회 확대’와 ‘③인용이나 시정에 따른 기관의 부담 최소화’는 

각각 4.3점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은 진정･청원 등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무엇

보다 혐의 없는 사건이나 무고한 사건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수용자가 동시적으로 청원, 진정 등을 상급 기관이나 서로 다른 기관에 제기하는 

것에 대해 크게 부담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정기관 차원에서 법률전문가

가 소송을 지원하고 자문을 확대해주길 원하고 있으며, 진정이나 청원의 결과로 인용

이나 시정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 기관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적절히 대응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4절 |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인식 및 수용정도

1.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이해

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이해정도

교정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수용자들이 교정처우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

회에 진정한 사건 중에서 최근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건을 중심으로 교정공무원들이 

해당 결정례의 권고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표 5-4-1]에

서와 같이 10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10개의 문항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교정시설의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권고한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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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원회 결정례 중에서 수용관리에서 중요한 사안이거나 다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위주로 선정하였다. [표 5-4-1]은 설문문항의 내용별로 해당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5-4-1] 설문 문항에 포함된 수용자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주요 내용

설문 문항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주요 내용

① 의무관 부재 시 의료과 

직원들이 임의로 수용자

를 진단하는 관행의 개선

▪ 교도소의 미흡한 의료조치로 인한 수용자 사망 등

(’19. 1. 29, 18-진정-0231200)

▹○○지소장에게, 야간 및 공휴일 등 의무관 부재 시 의료계 직원들이 임의

로 수용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관행이 개선되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 아울러 피진정인 2(교감 ○○○)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② 기동순찰팀 대원 명찰 패

용, 보호장비 사용시 건

강상태 점검 및 캠코더 

의무사용

▪ 조사수용과 관련하여

(’19. 1. 16, 18-방문-0001500)

▹기동순찰팀(CRPT) 대원들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고, 대원 선발에 있

어서 별도의 인권교육과정 이수 등 특별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보호장비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CRPT 대원들이 착용하고 있

는 캠코더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CCTV와 캠코더의 영상기록 보존

기간을 최소 90일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③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작

성 시 사유를 기재하는 

시간 간격의 단축

▪ 조사수용과 관련하여

(’19. 1. 16, 18-방문-0001500)

▹보호장비 사용 시 의무관은 정기적으로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기 바람.

④ 장시간 뒷수갑을 사용하

지 않도록 인권교육 실시

와 지도･감독

▪ 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19. 4. 26, 18-진정-0728000)

▹○○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게 장기간 뒷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장비에 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⑤ 과거 행위를 근거로 전자

영상장비 사용 계호 시 

구체적 근거사유 기재

▪ 구금시설 내 과도한 전자영상장비 계호

(’18. 7. 2, 17-진정-1109200)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개별 수용자의 자살 등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

하여 이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⑥ 수용자간 주고받는 서신

에 동봉할 수 있는 서류

의 종류 구체화

▪ 구치소의 서신반송으로 인한 통신의 자유 침해

(’19. 3. 21, 18-진정-0856500)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9조에서 서신에 동봉할 수 있는 물품으

로 규정된 ‘권리구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안내문 등’을 수용자들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폭넓게 해석하는 기준을 만들어 각 교정

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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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설문 문항에는 ‘①의무과 부재 시 의료과 직원의 임의 진단 관행 개선’, 

‘②기동순찰팀 대원의 명찰 패용 및 보호장비 사용의 정당성 확보’, ‘③보호장비 사용

시 심사부 작성 기재 시간의 단축’, ‘④장시간 뒷수갑 사용하지 않도록 인권교육 및 

지도, 감독’, ‘⑤전자영상장비 사용 계호 시 구체적 근거사유 기재’, ‘⑥수용자간 주고

받는 서신에 동봉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구체화’, ‘⑦언론사 제보를 이유로 한 서신검

열 및 징벌하는 일 재발 방지’, ‘⑧감독자 순시 시 수용자 착석 강제 관행 개선’, ‘⑨미결

수용자 대상 종교집회 확대’, ‘⑩HIV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 특이환자 표식 

및 개인병력 노출 금지 권고’가 포함된다. 보호장비의 사용과 관련된 문항이 3개인데, 

이는 수용자들의 진정 내용 중에 보호장비의 사용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설문 문항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주요 내용

⑦ 언론사 제보를 이유로 한 

서신검열 및 징벌하는 일 

재발 방지

▪부당한 서신 검열

(’18. 10. 8, 18-진정-0214100)

▹진정, 청원 등을 다수 제기하였거나 수신자가 언론사라는 이유로 행한 

서신 검열, 발송 불허, 징벌 의결은 통신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

▹법무부장관에게, 본 진정사건 결정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파할 것을 

권고.

▹○○구치소장에게, 본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부과한 징벌을 취소할 것을

권고.

⑧ 감독자 순시 시 수용자를 

정렬시키고 구령을 외치

도록 하는 관행의 개선

▪ 순시시 착석 강제

(’18. 11. 13, 18-진정-0209600)

▹○○교도소장에게, 감독자 순시 시, 행형 목적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

고 과도하게 수용자들을 일렬로 정렬시켜 대기하게 하거나 거실 내 봉사원

이 구령을 외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

⑨ 미결수용자 대상 종교집

회 확대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참석 확대

(’18. 11. 16, 17-진정-0577700)

▹법무부장관에게, 종교행사 실시방법과 수용자 참여 기준 등을 만들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

▹○○구치소장에게,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을 권고.

⑩ HIV (인체면역결핍바이

러스) 감염자 특이환자 

표식 및 개인병력 노출 

금지 권고

▪HIV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19. 06 05, 19진정0116200)

▹법무부장관에게, 각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자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

▹○○교도소장에게, 피해자를 포함한 HIV 감염자들이 안정된 수용생활

을 할 수 있게 과도하게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과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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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교정시설의 수용관리 및 계호에서 보호장비의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표 5-4-2]는 위에서 선정한 10개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문조사대상 교정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것이다. 10개 문항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평균값은 4.3점이고 가장 낮은 평균값은 3.6점으로써 

대부분의 문항에서 평균값이 높은 편이다. 10개의 문항 중에서 평균값이 4.0점을 

넘는 문항은 7개이고, 평균값이 3.9점 이하인 문항은 3개의 문항이다. 

[표 5-4-2]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이해 정도

* 각 문항별로 ‘잘 알고 있다’는 5점, ‘대체로 알고 있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잘 알지 못한다’는 2점, ‘전혀 

알지 못한다’는 1점을 부여함. 잘 알고 있다고 할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평균값을 계산함.

설문 문항 합 계

①

잘 알고 

있다

②

대체로

알고 

있다

③

보통

이다

④

잘 알지 

못한다

⑤

전혀 

알지 

못한다

평균값

⑧ 감독자 순시 시 수용자를 정렬시

키고 구령을 외치도록 하는 관행

의 개선

863

(100.0)

397

(46.0)

330

(38.2)

116

(13.4)

 19

( 2.2)

 1

(0.1)
4.3

② 기동순찰팀 대원 명찰 패용, 보호

장비 사용시 건강상태 점검 및 캠

코더 의무사용

862

(100.0)

303

(35.2)

413

(47.9)

121

(14.0)

 23

( 2.7)

 2

(0.2)
4.2

④ 장시간 뒷수갑을 사용하지 않도

록 인권교육 실시와 지도･감독

863

(100.0)

352

(40.8)

378

(43.8)

107

(12.4)

 24

( 2.8)

 2

(0.2)
4.2

⑨ 미결수용자 대상 종교집회 확대
863

(100.0)

379

(43.9)

333

(38.6)

126

(14.6)

 21

( 2.4)

 4

(0.5)
4.2

⑩ HIV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

염자 특이환자 표식 및 개인병력 

노출 금지 권고

862

(100.0)

374

(43.4)

333

(38.6)

126

(14.6)

 29

( 3.4)

 0

(0.0)
4.2

③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작성 시 사

유를 기재하는 시간 간격의 단축

862

(100.0)

288

(33.4)

385

(44.7)

148

(17.2)

 38

( 4.4)

 3

(0.3)
4.1

⑤ 과거 행위를 근거로 전자영상장

비 사용 계호 시 구체적 근거사유 

기재

861

(100.0)

310

(36.0)

384

(44.6)

134

(15.6)

 30

( 3.5)

 3

(0.3)
4.1

⑦ 언론사 제보를 이유로 한 서신검

열 및 징벌하는 일 재발 방지

862

(100.0)

221

(25.6)

371

(43.0)

210

(24.4)

 56

( 6.5)

 4

(0.5)
3.9

① 의무관 부재 시 의료과 직원들이 

임의로 수용자를 진단하는 관행

의 개선

861

(100.0)

194

(22.5)

348

(40.4)

205

(23.8)

103

(12.0)

11

(1.3)
3.7

⑥ 수용자간 주고받는 서신에 동봉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구체화

862

(100.0)

157

(18.2)

306

(35.5)

285

(33.1)

105

(12.2)

 9

(1.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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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감독자 순시 시 수용자를 정렬시키고 구령을 외치도록 하는 관행의 개선’, ‘②기

동순찰팀 대원 명찰 패용, 보호장비 사용시 건강상태 점검 및 캠코더 의무사용’, ‘④장

시간 뒷수갑을 사용하지 않도록 인권교육 실시와 지도･감독’, ‘⑨미결수용자 대상 

종교집회 확대’, ‘⑩HIV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 특이환자 표식 및 개인병력 

노출 금지 권고’, ‘③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작성 시 사유를 기재하는 시간 간격의 

단축’, ‘⑤과거 행위를 근거로 전자영상장비 사용 계호 시 구체적 근거사유 기재’의 

7개 문항에서는 80% 이상의 응답자가 ‘잘 알고 있다’, 혹은 ‘대체로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잘 알지 못한다’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문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2~4% 수준에 그친다. 상대적으로 나머지 3개 문항에서는 ‘잘 알지 

못한다’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13% 정도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정공무원들은 대체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의 시정권고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부 2개 문항에서

는 10% 이상의 직원들이 해당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이해정도의 하위집단별 평균값 비교

1) 교정공무원의 성별, 인권청원업무 경험별 비교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이해정도가 교정공무원의 

하위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5-4-3]은 교정공무원의 성별, 인권

청원업무 경험별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이해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표 5-4-3]을 보면, 교정공무원의 성별 집단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이해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①의무관 부재 시 의료과 직원들이 임의로 수용자

를 진단하는 관행의 개선’ 한 개 문항이다. 남자 교정공무원의 평균값이 3.8점이고 

여자 교정공무원은 3.5점으로 나타나 남자 교정공무원들이 여자 교정공무원에 비하여 

해당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9개 문항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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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이해정도의 집단별 평균 비교1(성별/인권청원업무 경험)

* : p<0.05, ** : p<0.01, *** : p<0.001

교정공무원의 인권청원업무 경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이해정도

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표 5-4-3]에 제시된 10개의 문항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청원업무를 경험했던 교정공무원은 해당 업무

를 경험하지 않은 교정공무원에 비하여 10개 문항에서 모두 높은 평균값을 나타낸다. 

인권청원업무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들은 인권청원업무 경험이 없는 교정공무원보

다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10개의 문항 중에서 8개 문항은 유의도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2개 문항은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설문 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① 의무관 부재 시 의료과 직원들이 임의로 수용

자를 진단하는 관행의 개선
성별

남 724 3.8
3.269**

여 136 3.5

① 의무관 부재 시 의료과 직원들이 임의로 수용

자를 진단하는 관행의 개선

인권청원

업무경험

있음 144 4.1
5.324***

없음 714 3.6

② 기동순찰팀 대원 명찰 패용, 보호장비 사용시 

건강상태 점검 및 캠코더의무사용

인권청원

업무경험

있음 144 4.5
5.804***

없음 715 4.1

③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작성 시 사유를 기재하

는 시간 간격의 단축

인권청원

업무경험

있음 144 4.4
5.940***

없음 715 4.0

④ 장시간 뒷수갑을 사용하지 않도록 인권교육 

실시와 지도･감독

인권청원

업무경험

있음 144 4.4
3.391**

없음 716 4.2

⑤ 과거 행위를 근거로 전자영상장비 사용 계호 

시 구체적 근거사유 기재

인권청원

업무경험

있음 143 4.4
3.841***

없음 715 4.1

⑥ 수용자간 주고받는 서신에 동봉할 수 있는 서

류의 종류 구체화

인권청원

업무경험

있음 144 3.8
3.047**

없음 715 3.5

⑦ 언론사 제보를 이유로 한 서신검열 및 징벌하

는 일 재발 방지

인권청원

업무경험

있음 144 4.2
5.419***

없음 715 3.8

⑧ 감독자 순시 시 수용자를 정렬시키고 구령을 

외치도록 하는 관행의 개선

인권청원

업무경험

있음 144 4.6
6.576***

없음 716 4.2

⑨ 미결수용자 대상 종교집회 확대
인권청원

업무경험

있음 144 4.6
6.135***

없음 716 4.2

⑩ HIV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 특이환

자 표식 및 개인병력 노출 금지 권고

인권청원

업무경험

있음 144 4.5
4.427***

없음 715 4.2



제5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인적 요소’ 평가: 교정공무원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265

2) 교정공무원의 연령별, 직무기간별, 직급별 비교

다음의 [표 5-4-4], [표 5-4-5], [표 5-4-6]은 교정공무원의 연령별, 직무기간별, 

직급별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이해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하위집단별 평균

값을 비교한 것이다. 이 세 개의 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이해정도는 

교정공무원의 연령별, 직무기간별, 직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개의 모든 문항에서 교정공무원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각 하위집단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서 각 문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이해 정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더 높다. 

설문 문항에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는 2018년 하반기 이후 권고된 내용으로

써 최근의 권고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교정공무원은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

이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해당 내용의 이해정도가 높다. 다만 ‘⑤과거 행위를 근거

로 전자영상장비 사용 계호 시 구체적 근거사유 기재’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집단에 비하여 ‘5년 초과~10년 이하’인 집단의 평균값이 약간 낮은 것이 예외

적이다.

[표 5-4-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이해정도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2-1(연령/근무기간/직급)

설문 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F

① 의무관 부재 시 의료과 직원들이 

임의로 수용자를 진단하는 관행

의 개선

연령

20대 이하  43 3.2

12.244***
30대 236 3.5

40대 330 3.8

50대 이상 252 3.9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3.5

7.135***
5년 초과~10년 이하 105 3.5

10년 초과~20년 이하 196 3.8

20년 초과 198 3.9

직급

8, 9급 290 3.5

20.286***6, 7급 511 3.8

5급 이상 59 4.2

② 기동순찰팀 대원 명찰 패용, 보호

장비 사용시 건강상태 점검 및 캠

코더의무사용

연령

20대 이하  43 3.7

7.754***
30대 236 4.1

40대 330 4.2

50대 이상 25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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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05, ** : p<0.01, *** : p<0.001

[표 5-4-5]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이해정도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2-2(연령/근무기간/직급)

설문 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F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4.0

4.306**
5년 초과~10년 이하 105 4.1

10년 초과~20년 이하 196 4.2

20년 초과 199 4.3

직급

8, 9급 290 4.0

15.284***6, 7급 512 4.2

5급 이상 59 4.5

③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작성 시 사

유를 기재하는 시간 간격의 단축

연령

20대 이하  43 3.6

9.880***
30대 236 4.0

40대 330 4.1

50대 이상 253 4.2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3.8

9.545***
5년 초과~10년 이하 105 4.0

10년 초과~20년 이하 196 4.1

20년 초과 199 4.3

직급

8, 9급 290 3.8

22.916***6, 7급 512 4.1

5급 이상  59 4.6

설문 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F

④ 장시간 뒷수갑을 사용하지 않도록 

인권교육 실시와 지도･감독

연령

20대 이하  43 4.0

5.896**
30대 236 4.1

40대 330 4.3

50대 이상 254 4.3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4.1

3.829**
5년 초과~10년 이하 105 4.1

10년 초과~20년 이하 196 4.3

20년 초과 199 4.4

직급

8, 9급 290 4.1

11.971***6, 7급 513 4.3

5급 이상  59 4.5

⑤ 과거 행위를 근거로 전자영상장비 

사용 계호 시 구체적 근거사유 기재
연령

20대 이하  43 3.8

6.298***
30대 235 4.0

40대 330 4.1

50대 이상 25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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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05, ** : p<0.01, *** : p<0.001

[표 5-4-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이해정도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2-3(연령/근무기간/직급)

설문 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F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4.0

6.998***
5년 초과~10년 이하 105 3.9

10년 초과~20년 이하 196 4.1

20년 초과 199 4.3

직급

8, 9급 290 3.9

13.730***6, 7급 511 4.2

5급 이상  59 4.4

⑥ 수용자간 주고받는 서신에 동봉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구체화

연령

20대 이하  43 3.1

7.077***
30대 236 3.4

40대 330 3.6

50대 이상 253 3.7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3.3

7.128***
5년 초과~10년 이하 105 3.4

10년 초과~20년 이하 196 3.6

20년 초과 199 3.8

직급

8, 9급 290 3.4

11.885***6, 7급 512 3.6

5급 이상 59 3.9

설문 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F

⑦ 언론사 제보를 이유로 한 서신검열 및 

징벌하는 일 재발 방지

연령

20대 이하  43 3.6

5.484**
30대 236 3.8

40대 330 3.9

50대 이상 253 4.0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3.7

4.691**
5년 초과~10년 이하 105 3.8

10년 초과~20년 이하 196 3.9

20년 초과 199 4.1

직급

8, 9급 290 3.7

13.672***6, 7급 512 3.9

5급 이상  59 4.3

⑧ 감독자 순시 시 수용자를 정렬시키고 

구령을 외치도록 하는 관행의 개선
연령

20대 이하  43 4.0

6.758***30대 236 4.1

40대 33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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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05, ** : p<0.01, *** : p<0.001

설문 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F

50대 이상 254 4.4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4.0

7.922***
5년 초과~10년 이하 105 4.2

10년 초과~20년 이하 196 4.4

20년 초과 199 4.4

직급

8, 9급 290 4.1

19.793***6, 7급 513 4.4

5급 이상  59 4.6

⑨ 미결수용자 대상 종교집회 확대

연령

20대 이하  43 3.7

15.323***
30대 236 4.0

40대 330 4.3

50대 이상 254 4.4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3.9

14.416***
5년 초과~10년 이하 105 4.1

10년 초과~20년 이하 196 4.3

20년 초과 199 4.4

직급

8, 9급 290 3.9

30.212***6, 7급 513 4.3

5급 이상  59 4.6

⑩ HIV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 

특이환자 표식 및 개인병력 노출 금지 

권고

연령

20대 이하  43 3.9

9.034***
30대 236 4.1

40대 330 4.2

50대 이상 253 4.4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4.0

6.426***
5년 초과~10년 이하 105 4.2

10년 초과~20년 이하 196 4.1

20년 초과 199 4.4

직급

8, 9급 290 4.0

16.499***6, 7급 512 4.3

5급 이상  59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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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적절성 평가

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적절성 평가

앞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제기한 수용자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례의 시정권고 내용에 대하여 교정공무원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자료분석결과, 10개의 주요 결정례 권고내용 중에서 8개 정도는 

대부분의 교정공무원이 대체로 알고 있는 편이고, 2개 정도는 13% 정도의 교정공무원이 

해당 권고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제 교정공무원들

은 해당 권고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표 5-4-7]은 교정공무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에 대하여 교정현실

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적절한 권고라고 생각하는지 정리한 것이다. 각 문항의 평균값

은 각 문항의 시정권고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값을 갖도록 점수를 부여

하여 평균을 계산한 것이다. 평균값이 3.0인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의 시정

권고 내용이 ‘보통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고, 3.0보다 높을수록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교정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것이다. 

[표 5-4-7]을 보면, 10개 문항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은 문항은 ‘④장시간 뒷수갑을 

사용하지 않도록 인권교육 실시와 지도･감독’과 ‘⑤과거 행위를 근거로 전자영상장비 

사용 계호 시 구체적 근거사유 기재’가 각각 3,4점이고, 평균값이 가장 낮은 문항은 

‘①의무관 부재 시 의료과 직원들이 임의로 수용자를 진단하는 관행의 개선’으로 3.0

점이다. 나머지 문항은 3.2점 혹은 3.3점이다. 교정공무원들은 대부분의 문항에서 

‘②대체로 적절하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적절하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아 평

균값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 즉 교정공무원들은 대부분의 문항에서 국가인

권위원회의 결정례가 교정현실을 고려했을 때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권고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각 내용별로 15% 내지 30% 정도의 교정공무원은 해당 권고 내용이 교정현실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이러한 

평가는 수용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 처우나 계호를 하는 과정에

서 시정권고 내용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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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결과에 따르면 교정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고려할 때 수용자의 권익이 지나

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①의무관 부재 시 의료과 직원들이 임의로 수용자를 진단하는 관행의 개선’의 

평균값은 3.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교정공무원들이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현실을 고려할 때 해당 권고 내용을 실천할 수 있을만한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4-7]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적절성 평가

설문 문항 합 계

①

매우

적절하다

②

대체로

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적절하지 

않다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평균값

④ 장시간 뒷수갑을 사용하

지 않도록 인권교육 실시

와 지도･감독

861

(100.0)

 82

( 9.5)

376

(43.7)

264

(30.7)

 91

(10.6)

 48

( 5.6)
3.4

⑤ 과거 행위를 근거로 전자

영상장비 사용 계호 시 구

체적 근거사유 기재

860

(100.0)

 80

( 9.3)

367

(42.7)

284

(33.0)

 88

(10.2)

 41

( 4.8)
3.4

⑥ 수용자간 주고받는 서신

에 동봉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구체화

860

(100.0)

 81

( 9.4)

290

(33.7)

318

(37.0)

111

(12.9)

 60

( 7.0)
3.3

⑦ 언론사 제보를 이유로 한 

서신검열 및 징벌하는 일 

재발 방지

860

(100.0)

 65

( 7.6)

314

(36.5)

306

(35.6)

130

(15.1)

 45

( 5.2)
3.3

② 기동순찰팀 대원 명찰 패

용, 보호장비 사용시 건강

상태 점검 및 캠코더의무

사용

861

(100.0)

 66

( 7.7)

319

(37,0)

230

(26.7)

171

(19.9)

 75

( 8.7)
3.2

③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작

성 시 사유를 기재하는 시

간 간격의 단축

861

(100.0)

 56

( 6,5)

309

(35.9)

298

(34.6)

146

(17.0)

 52

( 6.0)
3.2

⑨ 미결수용자 대상 종교집

회 확대

861

(100.0)

100

(11.6)

290

(33.7)

258

(30.0)

138

(16.0)

 75

( 8.7)
3.2

⑩ HIV (인체면역결핍바이

러스) 감염자 특이환자 표

식 및 개인병력 노출 금지 

권고

860

(100.0)

108

(12.6)

279

(32.4)

244

(28.4)

120

(14.0)

109

(12.7)
3.2

⑧ 감독자 순시 시 수용자를 

정렬시키고 구령을 외치

도록 하는 관행의 개선

860

(100.0)

 70

( 8.1)

280

(32.6)

247

(28.7)

165

(19.2)

 98

(11.4)
3.1



제5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인적 요소’ 평가: 교정공무원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271

* 각 문항별로 ‘매우 적절하다’는 5점, ‘대체로 적절하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별로 적절하지 않다’는 2점,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1점을 부여함. 적절하다고 평가할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평균값을 계산함. 

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적절성 평가의 하위집단별 평균값 비교

1) 교정공무원의 성별, 인권청원업무 경험별 비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시정권고 내용에 대한 평가에서 교정공무원의 하위집단별

로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표 5-4-8]에서와 같이, 성별로는 ‘②기동순찰팀 

대원 명찰 패용, 보호장비 사용시 건강상태 점검 및 캠코더 의무사용’ 문항만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여자 교정공무원의 평균값이 남자 교정공무원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 문항의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 교정공무원 모두 평균값이 높지 

않다. 해당 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적절성에 대해 교정공무원들은 성별

을 불문하고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여자 교정공

무원은 남자 교정공무원에 비하여 해당 문항의 적절성 평가에서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

고 있다. 남자 교정공무원의 경우에 보호장비의 사용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례에 대한 적절성 평가점수가 여자 교정공무원에 비하여 낮은 것은 통상 보호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남자 수용자를 주로 계호하는 남자 교정공무원이 해당 문항의 적절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정공무원의 인권청원업무 경험 유무별로 집단 간 평균값 비교에서는 ‘⑨미결수용

자 대상 종교집회 확대’ 문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인권청원

업무를 경험한 집단은 인권청원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집단에 비하여 평균값이 

높은데, 이는 인권청권업무를 경험한 집단이 해당 업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⑨미결

수용자 대상 종교집회 확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하여 더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 문항 합 계

①

매우

적절하다

②

대체로

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적절하지 

않다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평균값

① 의무관 부재 시 의료과 직

원들이 임의로 수용자를 

진단하는 관행의 개선

861

(100.0)

 48

( 5.6)

270

(31.4)

273

(31.7)

200

(23.2)

 70

( 8.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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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8] 국가인권위 결정례 이해정도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1(성별/인권청원업무 경험)

* : p<0.05, ** : p<0.01, *** : p<0.001

2) 교정공무원의 연령별, 직무기간별, 직급별 비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시정 권고 내용이 교정현실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평가를 연령별, 근무기간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5-4-9], 

[표 5-4-10], [표 5-4-11]과 같다. 이 세 개의 표에 제시된 10개의 문항을 살펴보면, 

각각의 문항에서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교정공무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아진다. 

즉 교정공무원의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직급이 높을수록 국가

인권위원회 결정례의 시정권고 내용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교정공무원들은, 설문조사에 포함된 10개 문항의 국가인권위

원회 결정례 시정권고 내용에 대하여, 교정현실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교정공무원의 하위집단별로는 연령이 높을

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시정권고 내용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즉 교정공무원은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비록 현재의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어렵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잘 받아들여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t

② 기동순찰팀 대원 명찰 패용, 보호장비 사용시 건강상

태 점검 및 캠코더 의무사용
성별

남 724 3.1
-2.245*

여 136 3.3

⑨ 미결수용자 대상 종교집회 확대
인권청원

업무경험

있음 144 3.4
2.279*

없음 71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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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9]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이해정도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2-1(연령/근무기간/직급)

* : p<0.05, ** : p<0.01, *** : p<0.001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F

① 의무관 부재 시 의료과 직원들이 임

의로 수용자를 진단하는 관행의 개선

연령

20대 이하  43 2.5

7.546***
30대 235 2.9

40대 330 3.0

50대 이상 253 3.2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2.7

3.946**
5년 이상~10년 이하 105 3.1

10년 이상~20년 이하 196 3.0

20년 초과 199 3.2

직급

8, 9급 289 2.9

4.311*6, 7급 512 3.1

5급 이상  59 3.2

② 기동순찰팀 대원 명찰 패용, 보호장

비 사용시 건강상태 점검 및 캠코더

의무사용

연령

20대 이하  43 2.9

5.132**
30대 235 3.0

40대 330 3.1

50대 이상 253 3.4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3.0

2.898*
5년 이상~10년 이하 105 3.1

10년 이상~20년 이하 196 3.1

20년 초과 199 3.4

직급

8, 9급 289 3.0

4.029*6, 7급 512 3.2

5급 이상  59 3.4

③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작성 시 사유

를 기재하는 시간 간격의 단축

연령

20대 이하  43 2.9

9.303***
30대 235 3.1

40대 330 3.1

50대 이상 253 3.5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3.1

5.883**
5년 이상~10년 이하 105 3.1

10년 이상~20년 이하 196 3.2

20년 초과 199 3.5

직급

8, 9급 289 3.1

5.486**6, 7급 512 3.3

5급 이상  5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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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10] 국가인권위 결정례 이해정도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2-2(연령/근무기간/직급)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F

④ 장시간 뒷수갑을 사용하지 않도록 인

권교육 실시와 지도･감독

연령

20대 이하  43 3.1

8.934***
30대 235 3.3

40대 330 3.3

50대 이상 253 3.7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3.3

6.946***
5년 이상~10년 이하 105 3.2

10년 이상~20년 이하 196 3.4

20년 초과 199 3.7

직급

8, 9급 289 3.3

7.719***6, 7급 512 3.5

5급 이상  59 3.7

⑤ 과거 행위를 근거로 전자영상장비 사

용 계호 시 구체적 근거사유 기재

연령

20대 이하  43 3.2

7.275***
30대 234 3.4

40대 330 3.3

50대 이상 253 3.6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3.4

4.636**
5년 이상~10년 이하 105 3.3

10년 이상~20년 이하 196 3.4

20년 초과 199 3.7

직급

8, 9급 288 3.3

6.817**6, 7급 512 3.5

5급 이상  59 3.6

⑥ 수용자간 주고받는 서신에 동봉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구체화

연령

20대 이하  43 3.1

4.277**
30대 234 3.2

40대 330 3.2

50대 이상 253 3.4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3.3

4.002**
5년 이상~10년 이하 105 3.3

10년 이상~20년 이하 196 3.1

20년 초과 199 3.5

직급

8, 9급 288 3.2

4.107*6, 7급 512 3.3

5급 이상  59 3.6

⑦ 언론사 제보를 이유로 한 서신검열 

및 징벌하는 일 재발 방지

연령

20대 이하  43 2.9

4.059**
30대 235 3.3

40대 330 3.2

50대 이상 252 3.4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3.1

3.062*
5년 이상~10년 이하 105 3.3

10년 이상~20년 이하 196 3.3

20년 초과 199 3.4

* : p<0.05, **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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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1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이해정도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2-3(연령/근무기간/직급)

* : p<0.05, ** : p<0.01, *** : p<0.001

설문문항 집단 사례수 평균 F

⑧ 감독자 순시 시 수용자를 정렬

시키고 구령을 외치도록 하는 

관행의 개선

연령

20대 이하  43 2.8

5.149**
30대 235 2.9

40대 330 3.1

50대 이상 252 3.2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2.9

2.786*
5년 이상~10년 이하 105 3.1

10년 이상~20년 이하 196 3.0

20년 초과 199 3.2

직급

8, 9급 289 2.9

3.332*6, 7급 511 3.1

5급 이상  59 3.1

⑨ 미결수용자 대상 종교집회 확대

연령

20대 이하  43 2.7

13.156***
30대 235 3.0

40대 330 3.3

50대 이상 253 3.5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2.9

13.159***
5년 이상~10년 이하 105 3.0

10년 이상~20년 이하 196 3.2

20년 초과 199 3.6

직급

8, 9급 289 2.9

21.211***6, 7급 512 3.4

5급 이상  59 3.7

⑩ HIV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

염자 특이환자 표식 및 개인병

력 노출 금지 권고

연령

20대 이하  43 2.9

14.199***
30대 235 2.9

40대 330 3.1

50대 이상 252 3.6

근무

기간

5년 이하 110 2.8

11.872***
5년 이상~10년 이하 105 3.1

10년 이상~20년 이하 196 3.1

20년 초과 199 3.6

직급

8, 9급 289 2.9

9.206***6, 7급 511 3.3

5급 이상  5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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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인권교육 현황 및 평가

이 절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인권교육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설문조사결

과를 통해 교정공무원이 직무 관련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인권교육 현황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실시되는 직무 관련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의 

주관 기관이나 교육방법 등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법무연수원의 

집합 인권교육’, ‘②법무연수원의 사이버 인권교육’, ‘③법무부 인권국의 인권감수성 

교육’, ‘④각 교정기관별 자체 인권교육’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 법무연수원의 집합 인권교육

법무부 교육기관인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정공무원 대상 직무 관련 집합 인권

교육은 신규자, 승진자, 기타 전문영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5-5-1]은 최근 2년간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한 교정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2018년도에

는 기본과정의 5개 과정(9급, 7급, 6급 신규자 과정, 7급, 6급 승진자 과정)과 전문과정

의 6개 과정(집중인성교육 강사 양성, 기동순찰반 실무, 보안실무 전문화, 인권청원 

실무, 중간관리자 전문화, 기관장 후보자)이 실시되었다. 기본과정은 신규 임용자 및 

승진자 과정으로서 각 교육과정당 인권교육 강의시간이 1시간 혹은 2시간이다. 9급 

신규임용자 과정의 평균 강의시간은 1.6시간으로 다른 기본과정의 평균 강의시간보다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법무연수원에서 실시되는 직무 관련 인권교육의 기본교육과정

에는 8급 승진자, 5급 승진자 및 5급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이 제외되어 있다. 통상 

5급 승진자 및 5급 신규 임용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

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무연수원의 기본교육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447)

447) 5급 신규자 및 승진자 대상 인권 관련 교육은 기수별로 그 편성내용이 다르다. 그런데 2018년



제5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인적 요소’ 평가: 교정공무원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277

전문과정의 경우에도 교육과정당 인권교육 강의시간은 1~3시간 사이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과정에서 각 교정기관별로 수용자 난동진압, 기초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는 

기동순찰반 직원과 인권 및 청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해당 업무 담당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외에 일반적인 수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집합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5-5-1] 교정공무원 대상 법무연수원 집합 인권교육 현황(2017~2018년)

자료: 법무연수원 제공 자료 재구성.

도와 2019년도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에 인권교육 관련 내용이 편성되어 있지 않

은 것으로 파악된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문의).

구분 과정명

교육 연인원

(평균 인원)

총 강의시간

(평균 시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기본

9급 신규
370명

(92.5명)

540명

(108명)

6시간

(1.5시간)

8시간

(1.6시간)

7급 신규
70명

(35명)
36명 2시간 2시간

6급 신규 5명 - 2시간 -

7급 승진
326명

(54.3명)

730명

(91.3명)

12시간

(2시간)

12시간

(1.5시간)

6급 승진
666명

(83.2명)

482명

(96.4명)

8시간

(1시간)

6시간

(1.2시간)

전문

집중인성교육 강사 양성 28명 52명 2시간 2시간

기동순찰반 실무
84명

(42명)

280명

(56명)

4시간

(2시간)

8시간

(1.6시간)

보안실무 전문화 43명
191명

(63.6명)
2시간

6시간

(2시간)

인권청원 실무
378명

(63명)

270명

(54명)

13시간

(2.2시간)

11시간

(2.2시간)

중간관리자 전문화
125명

(41.6명)
-

5시간

(1.7시간)
-

기관장후보자 - 13명 -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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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무연수원 사이버 인권교육

법무연수원에서는 집합교육을 통해 직무 관련 인권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현재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정과 인권’이라는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표 5-5-2]는 최근 2년간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 

‘교정과 인권’의 교육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법무연수원의 교정공무원 대상 사이버교

육은 7시간 단위의 교육과정으로 연간 11기수에 걸쳐 모두 5,50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연간 수강인원을 보면, 수강률이 2017년도에는 35.0%, 

2018년도에는 22.5%로써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사이버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5-5-2] 교정공무원 대상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 ‘교정과 인권’ 교육 현황(2017~2018년)

자료: 법무연수원 제공.

다. 법무부 인권국 주관 인권교육

법무부 인권국에서 주관하는 교정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으로는 ‘인권감수성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은 연간 약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교정기간의 자체 내부 강사를 양성하여 법무연수원이나 리조트 등 외부 장소를 활용

하여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인권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고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이 

선택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표 5-5-3]은 최근 5년간 법무부 인권국 인권감수성 교육

의 현황을 정리한 것인데, 교육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법무연수

원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만족도는 최소 2.57점에서 최대 7.68

점까지 더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분 2017년 2018년 비고

강의 시간 7시간 7시간

연간 개설인원(a) 5,500명 5,500명 11기 운영(기수당 500명)

연간 수강인원(b) 1,927명 1,237명

수강률(b/a) 35.0% 22.5%

강사 내부 강사 내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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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3] 법무부 인권국의 교정공무원 대상 인권감수성 교육 현황(2014~2018년)

자료: 법무부 인권국 제공.

라. 각 교정기관별 자체 인권교육

각급 교정기관별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은 교정본부가 자체 육성한 내부 강사 또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직장교육448)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수용자 인권의

식의 변화, 성희롱, 갑질 피해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됨에 따라 수용

자 인권에 대한 직접적 교육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고, 교정기관에서 매일 직무교

육449) 시간을 이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권고사례, 인권 관련 상급기관의 지시

사항 등 수용자 인권 관련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상시 수용자를 관리해야 하는 교정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일부 수용관리 

직원들은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장교육이나 직무교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

게 된다. 또한 수용관리 업무일정상 교육시간이 짧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은 다소 형식적 교육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2.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인권교육 경험

앞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정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현황을 살펴본 것인데, 

448) 각 교정기관별로 차이는 있으나 인권 관련 교육, 성희롱, 갑질, 시사, 문화공연 등 여러 가지 

주제로 월 1회 정도 실시함.

449) 각 교정기관별로 오전 업무시작 전과 저녁 야간근무 시작 전에 각종 접수공문, 지시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함.

교육장소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인원

(명)

만족도

(점)

연인원

(명)

만족도

(점)

연인원

(명)

만족도

(점)

연인원

(명)

만족도

(점)

연인원

(명)

만족도

(점)

합계 278 81.56 307 83.5 301 86.1 306 86.31 292 84.62

법무연수원

(a)
189  79 188 80.45 181 84.8 96 84.61 - -

외부시설

(b)
 89 86.68 119 88.07 120 88.04 210 87.18 292 84.62

만족도 차이

(a-b)
-7.68 -7.62 -3.24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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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교정공무원들은 이런 인권교육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관련 경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표 5-5-4]는 교정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92.0%(792명)는 직무 관련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5.2%(45명)는 직무 

관련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2.8%(24명)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

자의 8% 정도(69명)는 자신이 직무와 관련하여 인권교육을 받지 않거나 인권교육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인권교육 현황에 

대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정공무원은 9급이나 7급 신규 임용시에 

법무연수원에서 직무 관련 인권교육을 1시간 내지 2시간 이수하고 있고, 7급이나 

6급 승진 시에도 인권교육을 1~2시간씩 이수하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8% 정도의 

교정공무원은 자신이 이수한 직무 관련 인권교육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표 5-5-4]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인권교육 경험

설문 문항 합 계 ① 있음 ② 없음 ③ 모르겠다

직무 관련 인권교육 경험 861(100.0) 792(92.0) 45(5.2) 24(2.8)

[표 5-5-5]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시정권고 내용에 대한 교육 경험

설문 문항 합 계

①

여러 번

받았다

②

한두 번 

정도 받은 

것 같다

③

교육을 

받은 적 

없다

④

모르겠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권고 내용

에 대한 교육 경험
860(100.0) 561(65.2) 225(26.2) 33(3.8) 41(4.8)

각 교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시정권고 사항이 전달될 때마다 각 교정기

관은 아침 조회시간이나 각 기관별 자체 인권교육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숙지

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표 5-5-5]는 조사대상 교정공무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례의 권고 내용에 대해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권고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 번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5.2%(561

명)이고, ‘한두 번 정도 교육을 받은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26.2%(225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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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8%(33명),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4.8%(41명)이다. 각 교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권고 내용에 

대한 교육은 부정기적으로 해당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통상 여러 

차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26% 정도의 교정공무원은 ‘한두 번 정도 

받은 것 같다’고 응답했고, 해당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8.6%(74명)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권고 내용에 

대한 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 5-5-6]와 [표 5-5-7]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권고사

항 관련 교육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5-5-6]을 보면, ‘현재 

실시되는 권고내용 관련 교육만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6.2%(598명)이고, 

‘조금 더 자세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거나 ‘별도로 자세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23.8%(187명)이다.

[표 5-5-6] 교정기관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권고내용 교육에 대한 평가

[표 5-5-7] 교정기관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권고내용에 대한 교육이 수용자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

설문 문항 합 계

① 현재 

실시되는 

교육만으로 

충분하다

② 조금 더 

자세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③ 별도로 

자세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권고사항에 대한 교정

기관에서의 교육은 해당내용을 이해하고 업무

에 적용하는 데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785(100.0) 598(76.2) 167(21.3) 20(2.5)

설문 문항 합 계

① 큰 

도움이 

되었다

②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권고사항에 대한 교육은 수용자에 대한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789

(100.0)

189

(24.0)

409

(51.8)

191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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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7]은 각 교정기관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권고내용 관련 교육이 수용자

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은 것인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75.8%(598명)이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4.2%(191명)

이다. 해당 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앞의 [표 5-5-6]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권고내용 교육이 보다 자세하게 혹은 별도로 자세하게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응답한 비율과 비슷하다. 이들처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권고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인권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인권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표 5-5-8]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인권교육에 대한 교정공

무원의 평가를 정리한 것이다. 현행 직무 관련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임용 초기 인권교

육, 보수교육, 교정공무원의 교육 수요의 반영 정도, 진정 및 청원 대처 교육의 필요성,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추가적인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 등을 평가하였다.

[표 5-5-8] 직무 관련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설문 문항 합 계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값

⑤ 수용자의 진정 및 청원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850

(100.0)

272

(32.0)

400

(47.1)

153

(18.0)

 19

( 2.2)

 6

(0.7)
4.1

② 교정공무원 직무수행을 위한 보수

교육에는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

한 교육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

853

(100.0)

203

(23.8)

431

(50.5)

194

(22.7)

 25

( 2.9)

 0

(0.0)
4.0

① 교정공무원 임용 초기 수용자의 인

권보장을 위한 교육은 충분히 이루

어지고 있다

852

(100.0)

207

(24.3)

394

(46.2)

205

(24.1)

 42

( 4.9)

 4

(0.5)
3.9

③ 현재 인권 관련 교육과목은 직원들

의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

한 것이다

852

(100.0)

160

(18.8)

336

(39.4)

282

(33.1)

 60

( 7.0)

14

(1.6)
3.7

④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용자 인권보

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만족

한다

851

(100.0)

147

(17.3)

341

(40.1)

280

(32.9)

 68

( 8.0)

15

(1.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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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7개의 문항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문항은 ‘⑤수용자의 진정 및 

청원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이다. 이 문항의 평균값은 4.1점으로써 해당 

문항에 ‘매우 그렇다’, 혹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교정공무원은 79.1%(672명)이

다. 다음으로 ‘②교정공무원 직무수행을 위한 보수교육에는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

한 교육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는 문항의 평균값은 4.0점, ‘①교정공무원 임용 초기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3.9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여준다. ‘③현재 인권 관련 교육과목은 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의 평균값은 3.7점, ‘④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한다’는 3.6점을 나타낸다. 이와 비교하여 ‘⑦교정공무원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참여하고 싶다’와 ‘⑥수용자의 인권보

장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평균값이 3.3점과 3.0점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 

요컨대, 교정공무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무 관련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에서, 

임용 초기의 인권교육, 직무기간 중의 보수교육, 직원들의 인권교육 수요의 반영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의 진정 및 청원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인권교육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교정공무원의 현행 직무 관련 인권교육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수용

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크게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에의 참여’ 역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설문 문항 합 계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값

⑦ 교정공무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

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참

여하고 싶다

853

(100.0)

100

(11.7)

254

(29.8)

337

(39.5)

 95

(11.1)

67

(7.9)
3.3

⑥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853

(100.0)

60

(7.0)

190

(22.3)

406

(47.6)

125

(14.7)

72

(8.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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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정행정 전반의 선결 과제에 대한 의견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 인권보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 시설적인 측면, 인적 자원

의 측면이 고루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각각의 요인들은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서는 현재 교정기관의 현실을 고려하여 교정처우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선결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교정공무원들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표 5-5-9]는 교정공무원들이 현재의 교정현실에

서 우선적으로 선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하고 각 순위별로 교정행정의 제반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표 5-5-9]에서 교정공무원들이 1순위로 선결해야 하는 과제로 선정한 것들을 살펴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과제는 ‘①과밀수용개선’으로 전체 응답자의 

44.6%(383명)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②낙후된 교정시설의 환경 개선(화장실, 

샤워장 등)’이 20.9%(179명), ‘③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이 10.3%(88명), ‘④교정공무원

의 과도한 업무량 조정’이 10.0%(86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외에 ‘⑤진정 

및 청원 관련 업무 지원’이 6.6%(57명)이고, 나머지 과제들은 5%보다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교정공무원들이 교정처우에서 선결해야 하는 과제로서 2순위로 선택한 과제들의 

순위는 1순위에서 선택한 과제들의 순위와 차이가 있다. 2순위 과제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과제는 ‘②낙후된 교정시설의 환경 개선(화장실, 샤워장 등)’으로 

전체 응답자의 25.3%(216명)를 차지하고, 두 번째로는 ‘⑦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21.2%(181명), 그 다음으로는 ‘①과밀수용개선’이 15,2%(130명), ‘④교정공무원의 과

도한 업무량 조정’이 14.4%(123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외에 과제들은 각각 

10%보다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표 5-5-9]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선결 과제의 우선 순위

교정처우의 선결 과제 1순위 2순위 3순위

합 계 858(100.0) 855(100.0) 852(100.0)

① 과밀수용개선 383(44.6) 130(15.2) 1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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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선결해야 하는 과제로서 교정공무원이 3순위로 선택한 

과제들 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과제들은 5가지 정도인데, 각 과제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순위나 2순위에서와는 다르게 각각의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3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과제는 ‘⑦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으로 

19.7%(168명)이고, 그 다음으로는 ‘⑨교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18.4%(157명), 

‘④교정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량 조정’이 14.0%(119명), ‘①과밀수용개선’이 13.5%(115

명), ‘②낙후된 교정시설의 환경 개선(화장실, 샤워장 등)’이 13.1%(112명)를 차지

한다.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현재 교정현장에서 선결해야 하는 

과제로서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선정한 과제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교정공무원들은 

무엇보다도 ‘①과밀수용개선’과 ‘②낙후된 교정시설의 환경 개선(화장실, 샤워장 등)’

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과제는 1순위뿐만 

아니라 2순위와 3순위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과밀수용의 개선이나 낙후된 

교정시설의 환경 개선은 모두 교정기관의 시설적 측면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수용자 

처우의 기본적인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교정공무원의 업무량 조정 및 처우 개선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

고 있다. ‘교정공무원의 업무량 조정’은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각각 10~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 역시 2순위와 3순위에서 각각 20% 

전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교정공무원의 업무량 조정이 중요한 선결과제이고,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시설적 

교정처우의 선결 과제 1순위 2순위 3순위

② 낙후된 교정시설의 환경 개선(화장실, 샤워장 등) 179(20.9) 216(25.3) 112(13.1)

③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88(10.3) 34( 4.0)  55( 6.5)

④ 교정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량 조정  86(10.0) 123(14.4) 119(14.0)

⑤ 진정 및 청원 관련 업무 지원  57( 6.6)  31( 3.6)  39( 4.6)

⑥ 교정시설의 기강 확립  41( 4.8)  80( 9.4)  75( 8.8)

⑦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  12( 1.4)  181(21.2) 168(19.7)

⑧ 수요에 맞는 인권교육 강화  10( 1.2)  4( 0.5) 12( 1.4)

⑨ 교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2( 0.2)  56( 6.5) 1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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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의 개선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이외에 ‘수용자의 의료처우개선’

은 1순위 선정과제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3순위 과제에서 ‘교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요컨대, 교정공무원들은 현재의 교정처우 여건에서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밀수용의 개선’이나 ‘낙후된 교정시설의 환경 개선’과 같은 

시설적 측면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정공무원의 업무량 조정 및 

처우개선’이 시급하며, 이외에는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교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제6절 | 소결: 설문조사결과에 나타난 교정공무원의 인권보장역량의 평가

1. 설문조사의 대표성과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의 특성 

이 연구에서는 전국 19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정공무원 864명을 대상으

로 수용자 인권보장과 관련된 교정공무원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교정공무원은 전체 교정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교정공무원의 성별, 연령별, 

직급별 비율에 따라 할당 표집하였다. 설문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은 전체 교정공무원과 

비교하여 여성, 교정관 이상 직급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성별, 직급별로 교정공무원의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권청원업무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

의 비율을 높게 표집 했는데, 이는 인권청원업무 담당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은 대체로 연령, 근무기간, 직급 분포에서 전체 

교정공무원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서 전체 교정공무원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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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정공무원의 일반적인 인권의식 및 수용자 인권현황에 대한 인식

가. 교정공무원의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인식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보호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5-2-1]에서와 같이 ‘①수용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보장’, ‘③교정

시설의 위생문제’, ‘⑤수용자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수단의 마련’, ‘⑥서신 발송 등 

통신비밀의 보호’, ‘⑦보호장비의 제한적 사용’, ‘⑨교정공무원의 높은 인권의식’에 

대한 항목에서는 수용자의 인권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와 비교하여 ‘②수용자 관점에서의 이해’나 ‘④수용자 의료처

우 수준의 개선’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교정공무

원은 수용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거나 수용자

의 의료처우가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⑧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수용자 인권보호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항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냄으로써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정공무원의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인식은 하위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교정공무원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근무기간이 짧

을수록 ‘①수용자의 인권은 전반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⑤수용

자의 권리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직급이 낮을수록 ‘①수용자의 인권은 전반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비교하여 교정공무원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

록 ‘②수용자 입장에서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④ 수용자의 

의료처우는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표 5-2-3] 참조).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교정공무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무기간이 길어질

수록, 직급이 오를수록 수용자들의 전반적인 인권보장 상황에 대하여 더 많이 염려하

고 있으며 현재 처우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더 많이 공감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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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 및 인권지수 비교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12개 문항의 분석결과([표 5-2-4] 참조)에 근거하여 교정공무

원의 인권의식을 점검해보면, 전반적인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교정공무원의 인권의식

은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최소한의 처우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관련 법규 해석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하거나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보균 수용자 및 서신교환의 권리 등에 대한 왜곡

된 인식으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

로 드러난다. 

대다수의 교정공무원들은 혹서기에 ‘⑤수용자에게 냉방(에어컨)을 제공하는 것은 

지나친 배려’라고 생각하며, ‘⑧처우 및 계호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인권보장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처우 및 계호 규정의 준수를 최소한의 인권보

장이라고 보는 관점과 이를 충분한 인권보장이라고 보는 관점은 큰 차이가 있다.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계호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수용자의 인권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수용자 인권보장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기 어렵

다. 또한 ‘④동성애자 수용자는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으므로 격리하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교정공무원들이 ‘동성애자는 성폭력을 저지

를 수 있다’는 편견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수용자 간 서신교환의 제한, 

과밀수용의 감수, 수용자 사생활 보호의 제한, 수용시설의 쾌적성보다는 최소한의 

시설 제공,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허용적 사고, HIV(인체면역

결핍바이러스) 보균 수용자의 전염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효율적 계호를 위한 

반말의 사용에 대한 허용적 태도, 재소자나 전과자에 대한 편견과 불이익 감수에 

대한 용인, 수용자 접견 제한에 대한 허용적 태도 등은 모두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저해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정공무원 인권의식의 허점을 

보여준다.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은 교정공무원의 하위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정공무원의 연령이 낮을수록,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직급

이 낮을수록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인권지수는 상대적으로 낮다. 인권지수가 낮은 집단

일수록 수용자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인 처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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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수용자 대상 인권청원업무의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은 해당 경험이 없는 

교정공무원에 비하여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인권청원업무를 

경험한 교정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수용자에게 냉방(에어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보다 허용적이며, 효율적 계호를 위해 수용자에게 반말로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수용자에게는 보다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긍정적

이며,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다([표 5-2-5] 참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인권청원

업무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경험하면서 수용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

지고, 일반 교정공무원보다 직무 관련 인권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로 해석된다.

3. 교정공무원의 진정･청원 관련 경험 및 인식

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피해 경험

대부분의 교정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①언제나 수용자로부터 고소･고발 또

는 진정･청원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94%, 807명), ‘②언제나 교정사고 

발생을 염려하고’ 있다(87.4%, 753명)([표 5-3-1] 참조). 설문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860명 중에서 22.6%(194명)의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청원을 경험했고, 40.0%(344

명)가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법무부 인권국에 진정하는 사례를 경험했고, 

37.4%(322명)가 수용자로부터 고소나 고발을 당한 경험이 있고, 42.2%(363명)가 수용

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다. 교정공무원의 40% 전후가 각각 수용자

의 진정, 고소, 고발, 폭행 및 협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직무 수행 중에 수용자로

부터 청원이나 고소, 고발, 진정, 폭행, 협박 중에 한 가지라도 경험한 교정공무원의 

비율은 55.1%(474명)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로부터 

진정이나 청원, 고소, 고발을 당하는 횟수는 3회 이상인 경우가 30% 이상으로 빈발하

고 있는 편이다. 수용자들의 폭행 및 협박 빈도는 청원이나 진정, 고소, 고발에 비하여 

훨씬 높다([표 5-3-3] 참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교정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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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빈번하게 수용자의 고소, 고발, 진정, 청원,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나. 수용자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피해 경험에 대한 반응 및 어려움

교정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용자들로부터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피해

를 당했을 때 어떤 감정적인 상태에 놓이는지 살펴보면, 이를 경험한 교정공무원은 

해당 수용자에 대하여 ‘화가 나는’ 경험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70.7%, 335명), 다음

으로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로 인한 조사로 인해 번거로움’을 경험하고(70.8%, 334

명), ‘피해자가 된 것 같은 억울한 감정’을 경험하면서(67.0%, 317명) ‘교정공무원이 

된 것에 대해 회의’하게 된다(64.1%, 303명)고 보고했다. 특히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등이 교정공무원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전체 

경험자의 1.5%(7명)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5-3-4] 참조). 진정･청

원 및 고소･고발 피해를 경험한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등의 

발생 원인이 교정공무원의 실수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용자로부터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이 경험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문항은 ‘①그 

사건에 매달리는 시간 때문에 고유업무 수행이 어려웠다’(평균값=3.8점)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⑥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등 조사기관에서 범죄자처럼 취급하여 불쾌했

다’(평균값=3.5점), ‘⑦조사 후 “혐의없음” 등의 기록이 남아 불쾌했다’(평균값=3.4점), 

‘④진정･청원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원칙대로 수용관리를 할 수 없었다.’(평균

값=3.2점)의 순서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다([표 5-3-5] 참조). 

다.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수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경험

수용자의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을 취하시키기 위하여 해당 사건의 교정공무원은 

관련 수용자에게 수용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당 사건이 취하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 교정공무원 309명 중에서 37.6%(116명)는 수용자에게 한 가지 

이상의 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교정공무원은 수용자가 진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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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및 고소･고발을 취하하도록 하기 위해 수용자들이 원하는 독거실 사용, 사회복귀과 

영치금 지원, 외부병원 진료, 취업장 출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정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제공한 경우도 상당수(18명, 5.9%) 존재한다([표 

5-3-6] 참조). 수용자가 원하는 처우가 교정공무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라. 진정･청원의 증가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들이 진정이나 청원을 많이 하는 것은 수용자들이 수용생활

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정이나 청원 등의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수용자들이 처우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다. 상대적으로 수용자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졌다거나 

교정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해당 비율이 높지 않다. 또한 수용

자가 진정이나 청원을 많이 하는 이유로서 수용규율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교정공무원의 비율(33.7%)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율(42.9%)보다 낮다. 특히 

교정공무원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과오를 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4.5%, 39명)는 현저하게 낮다([표 5-3-7] 참조).

교정공무원들은 진정･청원 등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혐의 없는 사건이나 

무고한 사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청원, 진정 등이 상급 기관이

나 서로 다른 기관에 동시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갖고 있다. 또한 교정기

관 차원에서 법률전문가가 소송을 지원하고 자문을 확대해주길 원하고 있으며, 진정

이나 청원의 결과로 인용이나 시정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 기관 차원에서 해당 사안

에 대하여 큰 부담을 갖지 않고 대응해주기를 기대한다([표 5-3-8] 참조).

4.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인식 및 수용정도 

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이해 정도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 결정례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10개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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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정했는데, 해당 문항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교정시

설의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중에서 수용

관리에서 중요한 내용이거나 다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위주로 10개의 설문 

문항을 선정하였다. 

10개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주요 시정권고 내용에 대하여 교정공무원들은 

대부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일부 2개 문항(‘①의무과 부재 시 의료과 직원의 

임의 진단 관행 개선’, ‘⑥수용자간 주고받는 서신에 동봉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구체화’)에서는 10% 이상의 직원들이 해당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난다([표 5-4-2] 참조).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이해 정도는 교정공무원의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더 높다. 설문 문항에 포함된 국가인권

위원회의 결정례는 2018년 하반기 이후 권고된 내용으로써 최근의 권고내용만을 포함

하고 있는데, 교정공무원은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해당 내용의 이해정도가 높다. 

또한, 인권청원업무를 경험했던 교정공무원은 해당 업무 경험이 없는 교정공무원과 

비교하여 10개 문항에서 모두 그 이해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 인권청원

업무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권고내용이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교정공무원보다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업무상의 특성은 이들의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이 일반 

교정공무원보다 높아지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적절성 평가

교정공무원들은 10개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권고 내용이 교정현실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항에서 국가인권위

원회의 결정례가 교정현실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교정공무

원이 상당수 존재한다. 각각의 권고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각 내용별로 15% 

내지 30% 정도의 교정공무원은 해당 권고 내용이 교정현실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표 5-4-7]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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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수용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 처우나 계호를 하는 과정에

서 시정권고 내용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교정공무원과

의 심층면담에 따르면, 상당수의 교정공무원은 근무여건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수

용자의 권익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특히 ‘①의무관 

부재 시 의료과 직원들이 임의로 수용자를 진단하는 관행의 개선’은 평균값이 3.0점으

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데, 이는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현실을 고려할 때 교정공무

원들이 해당 권고 내용을 실천할 수 있을만한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정공무원의 하위집단별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시정권고 내용의 적절성에 대

한 평가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교정공무원의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해당 내용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즉 교정공무원

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시정권고 내용에 대하여 교정현실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일정 정도 존재하는데, 교정공무원의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

기간이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시정권고 내용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아

지는 경향을 보인다.

5.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인권교육 경험 및 평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실시되는 직무 관련 인권교육은 교육 주관기관

이나 교육방법 등에 따라 크게 ①법무연수원의 집합 인권교육, ②법무연수원의 사이

버 인권교육, ③법무부 인권국의 인권감수성 교육, ④각 교정기관별 자체 인권교육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설문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의 8% 정도(69명)는 자신이 직무와 관련하여 인권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인권교육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정공무원은 

9급이나 7급 신규임용시에 법무연수원에서 직무 관련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7급이나 6급 승진시에도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8% 정도의 교정공

무원은 자신이 이수한 직무 관련 인권교육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표 

5-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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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권고 내용에 대한 교육은 

부정기적으로 해당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통상 대부분의 교정공무

원은 여러 차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의 26% 정도

는 ‘한두 번 정도 받은 것 같다’고 응답했고, 해당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8.6%(74명)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표 5-5-5] 참조). 또한 

조사대상 교정공무원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권고내용 관련 교육에 대한 평가

에서 ‘조금 더 자세한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별도의 자세한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경우가 23.5%(187명)이고([표 5-5-6] 참조), 해당 교육이 수용자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

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24.2%(191명)를 차지한다([표 5-5-7] 

참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교정기관별로 추가적인 인권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경우에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인권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고,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권고 내용에 대한 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정공무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무 관련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에서, 임용 초기

의 인권교육, 직무기간 중의 보수교육, 직원들의 인권교육 수요의 반영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의 진정 및 청원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인권교육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

는 편이다. 교정공무원의 현행 직무 관련 인권교육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크게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

난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에의 참여’ 역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표 5-5-8] 참조).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인권교육에 대하여 교정공무원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추가

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의 

1/4 정도만 추가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

위원회 결정례 권고내용의 상당부분이 교정공무원의 인권교육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한 교정공무원의 인권의식이 수용자의 인권보

장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법규 해석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하거나 HIV(인체면

역결핍바이러스) 보균 수용자 및 서신교환의 권리 등에 대해서는 왜곡된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교정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은 상당부분 그 취약점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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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설문자료의 분석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인권청원업무 담당자들은 일반 

교정공무원에 비하여 인권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는데([표 5-2-9] 참조), 

이는 인권청원업무 담당자 전원에게 의무적으로 2시간 내지 3시간 실시되는 ‘법무연

수원 집합 인권교육(전문과정)’이 일정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해석된다.

6.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정행정 전반의 선결 과제에 대한 의견

교정공무원들은 현재의 교정처우 여건에서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과밀수용의 개선’이나 ‘낙후된 교정시설의 환경 개선’과 같은 교정기관

의 시설적 측면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그 다음으로는 ‘교정공무원의 

업무량 조정 및 처우개선’이 시급하며, 이외에는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교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교정

공무원들은 ‘수요에 맞는 인권교육 강화’와 같은 요인은 수용자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가 아니라고 평가한다([표 5-5-9] 참조).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교정공무원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현행 교정처우에서 과밀수용 문제와 낙후된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인권보장

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말해준다. 설문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많은 교정공무원들이 독거실의 확충, 소규모 교정시설의 확충, 화장

실과 목욕실 등 낙후된 교정시설의 현대화, 부족한 시설의 확충 등이 수용자의 인권보

장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한다([부록 2-2] 참조).

그 다음으로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교정공무원의 업무량 조정 

및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인권보호는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는 것이 교정공무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와 비교하여 수용관리와 수용자 처우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정공무원의 처우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

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수용자의 진정이나 청원의 증가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와 

업무량의 증가, 그리고 상습적으로 진정과 청원을 악용하는 수용자에 대한 대응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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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 등으로 교정공무원의 인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는 교정공무원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설문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에 나타난 “수용자 인권의 

과도한 보장으로 인한 교정공무원 인권 침해”, “수용자 인권 보장만큼 교정공무원의 

인권 보장”, “교정공무원 인권의 우선 보장” 등과 같은 주장은 교정공무원의 이런 

정서를 대변한다. 심지어 일부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인권보장이 국

민의 법감정과도 상충될 뿐만 아니라 현재 수준만으로도 수용자 인권보장이 충분하다

고 생각한다([부록 2-2] 참조).

수용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교정공무원의 이러한 태도는 한편으로 현재 교정공무원

의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교정조직의 차원에서는 수용자의 진정 및 

청원의 남용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수용자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피해의식이 노출되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들은 향후 

우리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의 발전속도에 맞추어 수용관리 및 수용자 처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정본부는 당면하고 있는 진정, 청원의 오남용과 관련

된 문제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인권보장역량이 강화되도

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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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평가

제1절 | 서론

1. 군 행형기관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이 연구는 민간의 사법체계 외 국방부장관 지휘 하에 군사법체계가 존재하는 현행 

법령에 따라 군인, 군무원 및 그에 준하는 자, ｢군형법｣을 위반한 민간인 등을 수용하

는 특수 행형기관으로 설치된 군 교정시설이 갖춘 인권보장역량을 평가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민간 교정시설은 교정업무를 전담하여 책임지는 별도의 국가기관인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의 관할로 운영되고 있지만, 군 교정시설은 국방 안보를 주무로 하는 국방부

가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교화 업무는 국방부의 주요 업무라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교정시설과 관련된 사안은 국방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도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군 교정시설은 국군교도소가 존재한다는 정도로만 

이해되고 있으며, 실제 군 교정시설이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되는지는 알려지

지 않았다. 그 때문에 관련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민간 교정시설과 달리, 

군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관련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처럼 일반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군 교정시설은 그간 민간 교정시설의 

변화 양상을 따라가는 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군대라는 특수 조직에 특수한 

목적을 띠고 설치된 교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 등은 실상 민간 교정시설의 

것을 대부분 차용하여 쓰고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민간 교정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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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양상에 따라 군 교정시설에는 법령의 불비로 인한 운영의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

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 교정시설의 인권 역량 강화와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일은 실제 군 교정시

설이 처한 현실과 민간 교정시설과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군사법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혁450)이 예고되는 바, 이에 

따라 군 교정시설의 개선 지점 역시 군사법체계 개혁과 보조를 맞추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군사법체계라는 특수 사법체계의 산물로써 설치되어있는 군 교정

시설의 인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군대의 특수성과 군사법개혁 추진을 고려하

여 물적, 운영･제도적, 인적인 방면에서 각각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한편, 현 상황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통해 개선 지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군 교정시설이 

교정 인권의 보편성을 따르면서, 특수 조직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방편을 모색할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주로 현장 실태 조사와 군 교도관과 교도병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문헌 및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실시한 현장 

실태 조사와 표적집단면접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450) 2019년 현재 국방부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평시 고등군사법원 폐지, 보통

군사법원장의 민간 개방직화, 국방부 직할의 5개 권역 보통군사법원 외 각급 부대 법원 폐지, 

평시 관할관 확인조치권 및 심판관 제도 폐지, 각급 부대 검찰부 폐지 후 각 군 본부 소속 

검찰단 설치, 지휘관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 폐지, 헌병 병과의 명칭 변경(군사경찰), 영창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군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제6장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평가 301

[표 6-1-1] 실태조사 실시 내역

[표 6-1-2] 표적집단면접 실시 내역

1) 국군교도소

국군교도소는 군 수용시설 중 유일한 교도소 시설로 국방부조사본부 관할로 운영되

고 있다. 교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군사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헌병 병과의 관할에 

놓여있다. 육군 제7군단 사령부 경내에 있고, 1985년에 설립되어 시설이 상당히 낙후

되었으며 2022년에 재건축이 계획되어 있다.

2) 국방부 근무지원단 영창

국방부 근무지원단 영창은 서울 용산 국방부 경내에 위치하며, 재경 지역에서 발생

하는 군 수용 소요를 담당하고 있다. 2012년에 설립되어 군 내 타 미결수용실과 비교

하여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각급 부대 미결수용실 보다 수용하는 인원이 

많은 편이다.

3) 육군 제25사단 영창

육군 제25사단은 영창은 경기 양주에 있다. 2011년에 설립되었다.

관할 실태 조사 대상 (총 7개소)

국방부조사본부 국군교도소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근무지원단 (1개소) 국방부 근무지원단 영창

육군본부(2개소) 육군 제25사단 영창, 육군 제53사단 영창

공군본부(1개소)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영창

해군본부(1개소) 해군 작전사령부 영창

해병대사령부(1개소) 해병대 2사단 영창(현 영창, 신축 구치소)

구분 대상자

국군교도소
교도관 3명

교도병 2명

영창
교도관 9명

교도병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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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군 제53사단 영창

육군 제53사단 영창은 부산에 있다. 1997년에 설립되었다. 부대 특성상 민간인과의 

접촉 기회가 많은 상근예비역이 많고, 후방 육군 부대의 수용자 대부분을 이곳에 

수용하기 때문에 각급 부대 영창 중에서는 미결수 수용 실적이 많은 편이다.

5)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영창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영창은 경기 성남에 있다. 2010년에 설립되었다. 실제 

미결수 수용 실적이 거의 없어 시설 전반이 미결수용실보다는 징계입창자 수용에 

주안점을 두고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6) 해군 작전사령부 영창

해군 작전사령부 영창은 부산에 위치하고 있다. 2006년에 설립되었다.

7) 해병대 2사단 영창

해병대 2사단 영창은 김포에 있다. 1974년에 설립되어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조사 당시 현 시설 옆에 신축 구치소를 건설하고 있었으며 2019년 9월에 완공되

었다. 해당 시설은 당초 국방부가 병사 징계 중 영창 처분 폐지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징계입창자 수용 기능을 제외한 미결수용실로 건설되었고, 완공 직후 기존 영창 

시설은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영창 처분 폐지와 관련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징계입창자 수용을 위해 철거를 보류한 상태다.

나. 연구 내용

본 장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군 행형의 인권보장역량 평가를 위한 쟁점을 분석한다. 먼저 특수 

교정 영역인 군 행형의 개념을 규정하고, 민간 행형기관과의 차이와 현재 진행 중인 

군사법체계 개혁이 군 행형기관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여 군 교정시설이 인권보

장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군 행형에 대한 선행연

구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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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에서는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운영･제도적 요소를 평가한다. 이를 위

해 수용자의 생활과 처우, 권리보장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에 대한 문헌 조사를 수행하

였고,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현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군 행형기관의 인력과 조직

을 파악하고, 현장 조사에서 교도관, 교도병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애로사

항을 청취하였다.

제4절에서는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물적 요소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국군교

도소와 야전 부대 미결수용실(영창) 6곳을 방문하여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국군교도소와 야전 부대 미결수용실 각각의 수용자의 생활, 

처우에 있어 물적 요소를 평가하고 개선 지점을 모색하였다.

제5절에서는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인적 요소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를 통해 교도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도와 내용을 점검하고, 교도관, 

교도병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인권보장에 관한 인식을 청취하였다. 

제6절에서는 연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고, 운영･제도적, 물적, 인적 영역에

서 각각 군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거시적, 미시적 정책 발전 

방향을 제언하였다.

다. 연구의 한계

연구 설계 시 폭넓은 실태조사를 통해 더욱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하였으나, 일부 부대에서 방문을 거부451)하거나 정보공개청구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등452)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이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 군 조직의 폐쇄적 특성

과 연구를 검열로 오인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보안업무규정상 확보

할 수 없는 자료도 다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처럼 한정된 자료와 조사 결과 속에서도 

최대한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451) 방문을 거부한 부대는 육군 제17사단, 육군 제28사단이다.

45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연구를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가 요청한 내용 양식에 따라 존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존재 처분을 내렸다. 일례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최근 5년간 각

급 부대 교도관의 외부 교육 파견 현황’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 5년 치 파견 현황을 정리해 

둔 문서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304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II)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제2절 |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평가를 위한 기초 검토

1. 군 행형과 인권보장

가. 군 행형의 개념

군대는 전시 또는 계엄 상황을 대비하여 민간과 별개의 사법체계를 지니고 있다. 

군 교정시설 역시 마찬가지의 필요에 따라 민간 교정시설과 별개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군 교정시설의 수용 대상은 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 사관후보생 등, 소집된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인 등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뿐 아니라 군사 기밀, 군사 시설, 군용물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민간인 또는 외국인, 전쟁에서 잡힌 적국의 포로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군 행형 역시 

이러한 범위에서 폭넓게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군 행형의 개념은 ｢군인사법

｣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군 수용시설에는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 외에 징계입창자도 함께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병사에 대한 징계 벌목 중 영창 처분을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국방부 역시 영창 제도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어 

이 연구에서는 징계입창을 군 행형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나. 군 행형기관의 특수성

민간 행형기관과 군 행형기관의 차이를 통해 군 행형기관의 특수성을 살펴본다.

첫째, 군 교정시설은 기결수가 대부분인 민간 교정시설과는 달리, 대부분이 미결수

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군 교정시설의 특수성 때문이다. 군 교정시설은 기본적으로 

군인, 군무원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등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민간인을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군인, 군무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제적･면직

되기 때문에 재판이 종결되어 형이 확정되면 다수의 수용자가 군인, 군무원의 신분을 

잃어서 군 교정시설에 남아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예외적으로 군사비밀을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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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장교의 경우 형이 확정되어 제적되어도 민간 교정시

설로 이송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형이 확정된 간부, 1년 6개월 이상

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되어 보충역으로 역종이 변경되는 병사, 면직된 군무원, 

형이 확정된 민간인, 미결수용 중 전역된 자 등은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하에 민간 

교도소로 이송하고 있다.453)

[표 6-2-1] 최근 5년 간 군 교정시설 미결수용자, 기결수용자 수용 실적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미결 기결 미결 기결 미결 기결 미결 기결 미결 기결

교도소 국군교도소 82 17 126 16 136 17 176 22 158 22

영창

국방부 19 0 13 0 22 0 35 0 19 0

계룡대 11 0 21 0 20 0 22 1 20 0

육군 139 4 249 22 299 15 395 24 643 18

해군･해병대 30 0 41 0 41 0 56 0 55 0

공군 13 0 7 0 13 0 11 0 11 0

계 294 21 457 38 531 32 695 47 906 40

출처: �국방부 국회 제출 자료�, 입창자 및 구분수용 현황 (2019.06.05.).

둘째, 수용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미결수용자 역시 그 수가 민간 교정시설에 비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군에서 발생하는 수용자들을 수용하는 특수 목적의 교정시설인 

만큼, 전체 수용 인원이 민간보다 매우 적다. 그 때문에 과밀수용 등 민간 교정시설에

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군 교정시설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수용 인원이 적기 때문에 수용 시설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잘 전달되지 않아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각급 부대 영창의 미결수용실은 실제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영창은 연간 미결수용자 수용 실적이 1~2명 안팎이다. 일단 육군을 제외하

고는 수용자가 생기는 일이 거의 없을뿐더러, 영창은 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아 장기간

에 걸쳐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또한 각급 부대에는 미결수용자

45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

의 이송)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군수용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

소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여성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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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관리할만한 교도관, 교도병의 인력도 충분하지 않다. 그 때문에 1심 재판이 종결되

면 대부분의 미결수용자는 국군교도소로 이송된다.

넷째, 군 교정시설은 관할 기관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민간 교정시설은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가 모두 관할하고 있으나, 군 교정시설은 이원화되어 있다. 국군교도소

는 국방부조사본부, 즉 헌병이 관할하고 관리한다. 반면 각급 부대 영창의 미결수용실

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관할한다. 그런데 실제 각급 부대 영창의 관리는 해당 

부대 헌병이 담당하고 있다. 실제 관리하는 주체와 책임지는 곳이 각각 다른 것이다. 

이로 인해 책임 소재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 군사법체계 개혁에 따른 영향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군사법체계 개혁의 방향은 평시 군사법체계의 기능을 

축소하는 데에 있다. 항소심을 민간으로 이전하고, 1심 법원의 수를 줄이는 등의 조치

가 추진되는 것은 전쟁을 하지 않는 평시에 일어나는 범죄가 대부분 일반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현행 군사법체계가 굳이 존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데에 원인이 있다. 

따라서 군 교정시설 역시 거시적으로는 평시에 운영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정교화가 주 임무가 아닌 국방부에서 일반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교도소와 미결수용실을 운영하며 인력까지 

투입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군사비밀 유출 등 특정 군사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가 민간 수용시설에 수용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2. 군 행형기관의 인권보장 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가. 국가인권위원회 군 구금시설 방문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의 구금･보호시설 방문조사에 근거

하여 정례적으로 군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있다. 최근년도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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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군 구금시설 방문조사로는 2015년 국군교도소 방문조사, 2016년 군 영창 방문조사

가 있었다.

2015년 국군교도소 방문조사454)는 국군교도소의 시설, 환경, 처우 등의 실태, 교정

교화 프로그램과 교도 관계자 교육 점검, 수용자 기본권 보장 등 인권 실태 조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를 통해 수용자 간 성폭력, 가혹행위 사건이 있었고 

교도소장과 교도관이 이를 알면서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 헌병대 및 군 

검찰 등에서 지적 장애인을 조사할 때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다는 

점, 실내운동과 라디오 청취가 전면 제한되고 있었다는 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교도관과 교도병의 직무 

및 인권 교육이 요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고, 국가인권위원

회는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국군교도소장에게 개선을 권고하였다

2016년 군 영창 방문조사455)는 총 9개 부대 영창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미결수용자 접견 및 전화 통화를 교도 관계자가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하는 것은 

재량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 시민단체

에 대한 서신 발송 제한 등 수용자에게 법령으로 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실외 운동을 체력단련과 혼동하여 이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TV 시청, 클래식 음악 청취 등으로 교정교화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영창 내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 교도관과 교도병에 대한 인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영창 처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발견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하였다.

나. 정책 및 학술 연구 분석

군 행형에 대한 정책 및 학술 연구는 군 조직의 폐쇄성, 보안상의 이유로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군 수용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최초의 연구는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454) 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국군교도소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결정문�, 2015.

455) 국가인권위원회, �2016년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결정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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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진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파악�456)이다. 이 조사연구는 

육군교도소(現 국군교도소)와 3개 부대 미결수용실(영창)을 방문조사한 내용과 군수용

시설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미결수

용시설(영창)의 실태, 육군교도소의 제반 시설과 운영 실태, 군 교정인력과 교화프로그

램의 운영 실태, 병사의 징계입창에 대한 문제, 군 행형법과 일반 행형법의 비교가 

주된 내용이었고, 헌병과 군, 법령제도상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권고사항이 

각각 나누어 제시되었다. 당시에만 해도 군 전체의 인권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그중 군 교정시설의 인권 상황은 수용자에 대한 근무 헌병의 구타, 가혹행위가 충격적

인 수위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조사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밝혀낸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 결과라 볼 수 있다. 이 때 권고된 수용자 운동 보장, 개인 생필품 보장, 

영창 감시카메라 설치, 침구 세탁 및 세탁물 건조 대책 마련, TV 시청 보장, 신문 

구독 보장, 거실별 책상 지급, 난방 대책 마련, 화장실 개선, 근무헌병에 의한 가혹행위 

근절 등은 현재 대부분 이행되고 있는 내용이다.

201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군 수용자의 처우 및 군 교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457)는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연구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군 행형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문헌 

연구와 군 교도관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군의 특수성에 부합하도록 군 교정 시스템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요지로 군 교정

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당시는 민간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군 행형법 역시 이에 맞추어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되던 

시기였다. 그 때문에 연구는 군 교정 관계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는 데에 내용의 주안점

을 두고 있다.

2000년 이후 발표된 군 구금시설에 관한 학술논문으로 [표 2-4-1]에 서술한 것 

처럼 군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과 처우에 관한 논문 9편과 영창에 관한 논문 4편이 

있었다.

우선 군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및 처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자. 군 교도소의 복지에 

456) 국가인권위원회,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현황파악�, 2002.

457) 정진수･박미랑･윤창식, �군 수용자의 처우 및 군 교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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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군 교정조직도 사회복지조직의 하나로 보고 군 수용자도 교정복지 생산자와 

고객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본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교정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로 의존적인 군 교정에서 벗어나야 하며, 교정 복지사 

중에서 군 교도관을 선발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군 교도소를 국군교정복지학교로 개

칭하여 의식을 바꾸자고 주장하였다.458) 또한 군 수용자의 생활에 대해서는 군의 폐쇄

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근래에는 실증적인 몇몇 

연구가 있었다. 이 중 국군교도소에 수용중인 자가 가지는 긴장감이 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국군교도소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에서는 교도소 내 

인권부분에 대한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재소자들 대부분이 20

대 초범이므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직업훈련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459)

다음으로 영창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자. 군대에서는 징계 중 하나로 영창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영창에 대해서도 군대의 특성상 제도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영창

은 주거이전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교정시설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창이 영장 없는 구금이라는 점과 영창기간의 군 복무기간 

불산입, 영창설치 근거의 비법률성, 징계입창자의 처우 등을 이유로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연구도 있었다.460) 이 중 군 영창제도

의 운영실태 및 법적 문제점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병사에게만 영창처분이 적용되

므로 인권의 보편적 기준에 미흡하다는 점, 사실상 강제처분임에도 징계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영창 외에 다른 징계처분 제도 활용, 입창자 처우와 권리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461)

이와 같은 학술논문 외에도 군 행형과 관련된 학위논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김재중

의 �군수용자 기본권 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462)는 문헌 연구와 군 수용자 

458) 천정환, “군교정복지의 주요 내용과 발전 방향”, �교정연구� 제44호(2009), 243-277면.

459) 이종협･정수웅･이창배, “국군교도소 재소자의 긴장이 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

학회보� 제19권 제5호(2017), 123-144면.

460) 박찬걸, “군 영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2017), 363-393면.

461) 이만종,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에 대한 법적고찰”, �한국경찰연구� 제8권 제3호(2009), 

123-140면.



310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II)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및 교도 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수용자의 인권 향상에 주안

점을 두었으며, 설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용자들이 요구하는 생활상의 애로사항

을 주된 개선 지점들로 꼽았다. 다음의 학위논문으로는 가장 최근 군 수용시설에 

관하여 다룬 안동현의 �국군교도소 운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463)가 있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 결과와 해외의 사례를 소개했고 물적 요소와 운영･제도적 

요소, 인적 요소에서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제3절 |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운영･제도적 요소’ 평가

1. 군 행형기관의 운영･제도적 요소 평가의 필요성과 범위

군 행형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법령과 제도는 민간 행형기관의 것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제도상의 차이는 대부분 민간 행형기관의 법령이 수정되

는 과정에서 군 행형기관 관계 법령이 함께 수정되지 않아 생긴 문제인 경우가 많고, 

그 외에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관련한 내용이다.

그런데 실제 법적 불비로 인한 문제가 종종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현장 교도 

관계자들이 수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이를 발견하고 개정하는 일은 행형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수용자

의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운영･제도적 요소 평가에서는 교정 인력과 조직도 살펴보았다. 군 교정시설에서 

교정 인력은 크게 교도관과 교도병으로 나눌 수 있다. 교정 인력은 행형 제도를 실제로 

구현하기 때문에 해당 집단의 조직과 권한, 책임에 관한 문제는 수용자들의 수용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다. 

또한 수용자들의 고충 진정, 수용시설에 대한 감독 시스템을 살펴보고 실제 운영 

462) 김재중, �군수용자 기본권 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

대학원, 2013.

463) 안동현, �국군교도소 운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

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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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점검하여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2. 군 행형기관과 민간 행형기관 간 운영상 법령･제도의 차이

가.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부재

2019년 4월 23일에 신설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

행법｣) 제5조의2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형집행법｣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

2. 인구･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4.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한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

5.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6. 수형자의 교육･교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7.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8. 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는 매 5개년의 계획을 세워 실시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교정시설의 지속적 발전, 

특히 인권보장역량 분야의 강화를 도모하여 수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 취지다. 

그러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군형집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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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춰 개정되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법령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군형집행법｣에서도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는 것이겠지

만, 역량과 인력 구조상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민간 행형기관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군 행형기관도 참여하여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것도 하나

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형집행법상 접견권 강화에 따른 변경 조치 미반영

2019년 4월 23일에 신설된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과 제3항은 기존의 법률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접견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형집행법｣에는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할 때,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할 때 등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생겼다. 기존

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이뤄지던 사항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행사 등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형집행법｣

제41조(접견)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나 ｢군형집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있지 않다.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한 접견권의 보장은 민간과 군에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실제 위와 같은 제도는 이미 군 교정시설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군형집행법｣에 즉각 반영하여도 큰 무리가 없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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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도소장의 서신 발신, 수신 금지 시 구체적 사유의 서면 작성 의무 미반영

2019년 4월 23일에 신설된 ｢형집행법｣ 제43조 제7항은 교도소장이 법령에 따라 

서신의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때 임의의 방식으로 수용자에게 금지 사실을 알린 

후 해당 서신을 교정시설에 영치할 수 있었던 과거의 방식에서, 금지 사실을 알릴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43조(서신수수) ⑦ 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다만,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경과를 서면으로 남기게 하여야 그러한 권한의 

행사가 남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군형집행법｣ 역시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

여 군 교정시설에서의 서신 발신, 수신 금지 시에도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게

끔 하여야 한다.

라. 위로금･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규정 부재

｢형집행법｣ 제76조는 수형생활 중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하

거나 사망하였을 때 위로금 또는 조위금의 피지급 권리 및 수령인의 특별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76조(위로금･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① 제74조의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74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公課金)을 부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그러나 ｢군형집행법｣에는 이러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민간 수형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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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형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인바, ｢군형집행법｣에도 추가되어야 

한다.

마. 사형확정자의 지위와 처우

｢형집행법｣ 제89조 제1항은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교육･교

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형수를 반드시 미결수용실에 

수용할 필요는 없고 독거수용하는 것으로만 처우를 정하고 있다.

반면 ｢군형집행법｣ 제77조 제1항은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고 규

정하고, 동조 제2항은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또는 교화,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형확정자를 독거수용하되 미결수용실에 수용하는 것으로 별도로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수는 사실상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미결수용실에 반드시 수용하여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실제 국군교도소

에 수용 중인 사형수의 다수가 혼거 수용되고 있고 작업, 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는바, 

사형수의 상태에 따라 기결수용실에도 수용할 수 있게끔 ｢군형집행법｣상의 제77조 

제1항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 시신 인도 규정의 차이

｢형집행법｣ 제128조와 ｢군형집행법｣ 제113조는 각각 사망한 수용자의 시신을 인

도할 때에 지켜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취지의 법률임에도 ｢형집행법｣

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군형집행법｣은 그렇지 않아 이를 ｢형집행법｣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형집행법｣

제128조(시신의 인도 등) ① 소장은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 또는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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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葬)을 하거나 집단으로 매장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장은 제127조에 따라 사망 통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火葬) 후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시로 매장하려는 경우: 사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2.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사망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시신의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임시로 매장한 경우: 화장 후 자연장을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2.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자연장

④ 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연구상의 필요에 따라 수용자의 시신인도를 신청

하면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화장･시신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

을 인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군형집행법｣

제113조(시신의 인도 등) ① 소장은 사망한 군수용자의 친족이나 군수용자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이나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면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합장

(合葬)을 한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장은 제112조에 따라 사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火葬)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로 매장한 후 2년이 지나도 시신의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합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연구상 필요하여 군수용자의 시신 인도를 신청하

면 본인의 유언이나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에 시신을 

인도할 수 있다.

3. 운영상 특이점

가. 국군교도소

군 수용자에 대한 급식은 ｢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조464)에 따라 ｢군인 급식 규정｣

에 따른 현역 군인의 급식 기준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 1끼에 책정된 1인 당 

464) ｢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조(음식물의 지급기준) 법 제23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음식물의 지급기준은 ｢군인 급식 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급식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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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민간 교정시설은 900원임에 비해 군은 1,550원으로 민간보다 더 양질의 식사

를 제공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

또한 국군교도소에서는 수용자가 아프면 이를 미리 파악하여 식당에서 죽을 쑤어주

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교도소장의 ‘라면 데이’, 즉 수용자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수용자의 급식뿐만 아니라 식생활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하

고자 노력하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감 절차는 일체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예산상의 이유로 수용자 관리 

시스템인 ‘보라미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담당관이 일일이 

문서를 맨눈으로 살펴 수기로 업무를 보고 있다. 실제 방문 조사 중에 신규 입감 

인원의 입소 절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담당관이 문서를 확인하다 소속 부대 영창에

서 신입소자의 형 확정일을 오기한 것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는 해프닝이 있었다. 

모든 행정이 전자화 된 상황에서 군 교정시설만 수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분리 수용의 경우, 국군교도소에서는 민간 교정시설과 마찬가지로 범죄별로 수용자

들을 분류하고, 미결수와 기결수, 기결수 중 장기수와 단기수를 분리 수용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계급과 신분에 따른 분리 수용 지침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장성급 수용자의 경우 독거수용 의사를 밝히면 수용자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간부와 병사는 신분에 따라 분리하여 수용하고 있다. 또한 신입소

자는 일정 기간 독거수용하고 있다.

TV 시청의 경우, 국군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을 위해 거실 TV로 주 1회 또는 2회 

영화를 상영하고, 수용자의 희망 사항을 접수하여 프로그램 표를 편성하여 TV로 송출

한다. TV는 평일에는 18시에서 21시까지, 주말에는 08시에서 21시까지 시청할 수 

있다. 미결수는 낮에도 국방 TV만 시청할 수 있다. 매일 20시에서 21시까지는 뉴스를 

시청하며, 뉴스 채널도 방송사별로 1주일씩 돌아가며 송출한다.

그런데 국군교도소는 법무부 보라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TV 송출을 

위한 프로그램표를 자체적으로 편성하며, 프로그램 역시 예산을 투입하여 구매한 뒤 

송출하고 있다. 교정교화를 위한 TV 프로그램 편성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보라미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애로점으로 보인다.



 제6장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평가 317

물품 구매를 위한 시설의 경우, 국군교도소에는 수용동 내에 PX가 있다. 수용자들

은 누구나 1주일 1회, 80,000원을 한도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PX에 입고되

는 물품도 품목이 상당히 다양한 편이다. 컵라면, 아이스크림, 건강보조식품 등도 

입고가 허용되고 있었다.

나. 영창

TV 시청의 경우 각급 부대 영창에서는 수용자의 TV 시청을 보장하고 있는데, 부대

에 따라 시청을 허용하는 시간과 프로그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부대에서는 수용자들의 선호 채널, 프로그램 등을 건의받아 여가 시간에 TV를 

시청할 수 있게 하지만 일부 부대에서는 뉴스 시청만을 보장하고 있어 편차가 컸다. 

영창에 수용된 인원은 대부분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로, TV 시청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에 해당한다.

[표 6-3-1] 각급 부대 영창의 TV 시청 허용 시간 및 시청 가능 프로그램 비교

구분 1부대 2부대 3부대 4부대 5부대 6부대

시청 

가능

시간

18:00~21:00
20:00~21:00

(오후시간)

･평일: 

낮 2시간,

20:00~21:00

･주말: 

09:00~12:00,

20:00~21:00

･평일:

20:00~21:00

･주말:

13:00~15:00

19:40~20:40

(수/토요일은 

종일)

20:00~21:00

시청 

가능 

프로

그램

IPTV 

중앙채널조정

을 통해 선호 

채널 송출

다큐멘터리

뉴스

교정교화

프로그램,

뉴스,

수용자 건의채널

(주말)

YTN

뉴스,

다큐멘터리,

국방TV

YTN
 

물품 구매의 경우, 영창에서는 국군교도소와 달리 교도관, 또는 교도병이 수용자의 

요청에 따라 부대 PX에서 물품을 대리하여 구매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필요 물품을 

조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부대별로 천차만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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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2] 각급 부대 영창의 물품 구매 방식 비교

구분 1부대 2부대 3부대 4부대 5부대 6부대

구매 가능 시기 주 1회 수시 주 1회 수시 구매 불가 수시

구매 제한 금액
1회 당 

80,000원
제한 없음

1회 당

50,000원
제한 없음 구매 불가 제한 없음

구매 제한 물품

냉동식품, 

건강기능식품, 

홍삼, 철제, 

유리 제품

(비타민 가능)

변질우려

식품

변질우려

식품

변질우려

식품

(유통기한 

없는 음식은 

반입 불가)

구매 불가
변질우려

식품

일부 부대는 주 1회 정해진 요일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수시로 구매할 수 

있는 부대도 있었다. 아예 구매할 수 없는 부대도 있었다. 해당 부대는 면회를 통해서

만 물품을 반입할 수 있었다.

구매 가능 물품 역시 한 부대는 냉동식품, 건강기능식품, 홍삼, 철제, 유리 제품 

등 구체적 목록을 마련했지만 대부분의 부대는 ‘변질 우려 식품’으로 모호하게 규정하

고 있고, 이 역시 기준이 다 달랐다. 

구매 제한 금액도 다 달랐다. 제한이 없는 부대가 있었고, 제한이 있는 부대가 있었

으며 한 부대는 임의로 규정상 제한 금액으로 정해진 80,000원에 달하지 못하는 

50,000원을 제한 금액으로 정해두고 있었다. 해당 부대에서는 일전에 한 수용자가 

교도관을 괴롭히기 위하여 구매 때마다 무거운 물건을 한도에 꽉 채워 구매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 구매 가능 금액을 낮춰 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현재 각급 부대 영창에 배정되는 예산은 연 600,000원, 즉 월 50,000원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시설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수용자 휴지, 영창 환경정리 용품, 위생용품 

등의 소모품을 구매하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 그 때문에 운동기구, 거실별 

TV 설치, 시설 보수 등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계획을 잡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일과 운영의 경우 각급 부대 영창에서는 징계입창자와 미결수용자를 온전히 분리수

용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접촉이 없게끔 하기 위하여 차선책으로 미결수용자([그림 

6-3-1])와 징계입창자([그림 6-3-2])의 일과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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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 군미결수용자 표준일과표

군미결수용자 표준일과표 (제36조 관련)

시 간
일 과 내 용

하 절 기 동 절 기

06:00~06:10 06:30~06:40 기상

06:10~06:30 06:40~07:00 세면 및 청소

06:30~07:30 07:00~08:00 조식

07:30~08:00 08:00~08:30 거실 정리정돈, 신문열람

08:00~10:00 08:30~10:30 교육훈련(종교활동, 인격지도 등)

10:00~11:45 10:30~11:45 독서

11:45~13:00 11:45~13:00 중식

13:00~14:00 13:00~14:00 실외운동

14:00~15:00 14:00~15:00
미결수: 교양활동(독서, 서신작성 등)

15:00~17:10 15:00~17:10

17:10~18:10 17:10~18:10 석식

18:10~19:00 18:10~19:00 개인 신변정리(토: 내무검사)

19:00~20:00 19:00~20:00 목욕 및 의류 등 세탁

20:00~21:00 20:00~21:00 독서 및 실내운동

21:00~21:30 21:00~21:30 TV･VTR 시청 및 라디오 청취

21:30~21:50 21:30~21:50 건강상태 확인 및 일석점호

21:50~22:00 21:50~22:00 명상의 시간

22:00~06:00 22:00~06:30 취침

출처: 대한민국 육군규정140(헌병업무규정) [별표3].

[그림 6-3-2] 징계입창자 표준일과표

징계입창자 표준일과표 (제36조 관련)

시 간
일 과 내 용

하 절 기 동 절 기

06:00~06:10 06:30~06:40 기상

06:10~06:30 06:40~07:00 세면 및 청소

06:30~07:30 07:00~08:00 조식

07:30~08:00 08:00~08:30 거실 정리정돈

08:00~10:00 08:30~10:30 교육훈련(종교활동, 인격지도 등)

10:00~11:45 10:30~11:45 독서

11:45~13:00 11:45~13:00 중식

13:00~14:00 13:00~14:00 교육훈련(군법, 규정 등 부대별 계획에 의거)

14:00~15:00 14:00~15:00 실외운동

15:00~17:10 15:00~17:10 독서, 서신작성, 개인 체력단련 등

17:10~18:10 17:10~18:10 석식

18:10~19:00 18:10~19:00 개인신변 정리(토: 내무검사)

19:00~20:00 19:00~20:00 목욕 및 의류 등 세탁

20:00~21:00 20:00~21:00 독서 및 실내운동

21:00~21:30 21:00~21:30 TV･VTR 시청 및 라디오 청취

21:30~21:50 21:30~21:50 건강상태 확인 및 일석점호

21:50~22:00 21:50~22:00 명상의 시간

22:00~06:00 22:00~06:30 취침

출처: 대한민국 육군규정140(헌병업무규정)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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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 행형기관의 조직과 인력

가. 군 행형기관의 조직 체계

1) 국군교도소

국군교도소는 국방부조사본부 산하 기관으로 헌병 병과 조직에 속한다. 지휘관은 

중령급이며, 예하 운영과, 교정교화과, 기능교화과 등 3개 과, 본부중대, 교도대, 의무

실이 있다. 운영과는 부대 관리, 교정교화과는 교정 행정, 기능교화과는 직업훈련 

및 작업을 담당하고 본부중대와 교도대는 수용자 관리 및 경계, 계호 등의 임무를 

맡는다. 의무실은 교도소 내 1차 진료 기관이다.

2) 각급 부대 영창

각급 부대 영창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관할에 있으나 실제 운영은 각급 부대 

헌병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창 관리자는 통상 구치소장, 혹은 교도반장으로 중위, 

또는 소위 등 초급장교나 부사관이 담당한다.

나. 인력 현황465)

1) 국군교도소

현재 국군교도소에 근무 중인 군 간부는 총 43명이며, 이 중 교도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12명이다. 기간병은 110여 명이며 이 중 교도 업무에 투입되는 병사는 60여 

명이다.

교도병은 CCTV 모니터를 담당하는 모니터 소대 8명, 신입소자와 분리수용자를 

관리하는 신입분리소대 8명, 기결수용자를 담당하는 기결소대 8명, 미결수용자를 담

당하는 미결소대 8명, 징벌 인원과 보호관리대상자를 담당하는 징벌･보호소대 4명, 

상황실 8명, 관제소 출입 관리 8명, 기능교육장, 식사 통제, 체력단련, 접견, 소포 

확인 등을 담당하는 계호지원팀 8명, 민간인 계호 및 특수상황 투입을 담당하는 CRPT 

4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타자 등을 고려하면 교도병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

465) 인력 현황은 국군교도소 교도관 및 교도병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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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례로, 징벌･보호소대의 경우 징벌 금치 처분을 받은 자가 없으면 미결, 기결수용

자를 관리하는 업무에 투입되는데 금치된 자가 생기면 징벌･보호소대에는 인력이 

부족해 도리어 미결, 기결수용자를 관리하는 교도병이 징벌･보호소대 업무까지 지원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교도병들은 징벌 대상자들을 적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

기도 하였다. 징벌 대상자를 적발함으로써 도리어 자신들의 근무가 늘어나 누가 징벌

을 받고 있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수용자들 역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무실은 의무실장인 군의관 1명과 의무병 1명, 약제병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의관이 1명이기 때문에 군의관은 퇴근 이후에도 환자가 발생하면 부대로 복귀하여 

진료한다. 의무실장은 7군단 의무실의 야간 당직 순번에도 포함되어 있다. 약제병의 

경우 현재에는 약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의무병이 배치되어 애로사항이 없으나, 항상 

자격증을 가진 전문의무병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병사가 약제병으로 

오느냐에 따라 약제 업무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에도 약제병이 

휴가를 나갈 경우 제대로 된 약 조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교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실은 물론, 인근 7군단 의무대에도 정신과 전문의가 없어 정신과 진료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환자가 국군수도병원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 각급 부대 영창

조사 대상 각급 부대 영창에는 모두 1명의 교도관이 있었다. 이들은 전임 교도관으

로 보임되나, 교도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고 통상 군기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교도병은 부대별로 편제, 인원이 다 달랐다. 수용 소요가 많은 부대의 경우 

전임 교도병을 두고 운영하는 반면, 수용 소요가 없는 부대의 경우 수용 소요가 발생할 

때에 헌병 근무자 중 일부를 차출하여 운영하거나, 영창을 헌병 경계 근무지 중 하나로 

두고 모든 헌병 근무자가 돌아가며 교도병 업무를 보게 하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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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3] 각급 부대 영창의 교도 인력 현황

다. 군 교도 인력의 지위와 권한, 처우상의 문제

1) 교도관의 ‘사법경찰관리’ 지위 불인정

군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도관은 민간 교정시설의 교정공무원과는 달리, ｢사법경

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리직무법｣)

에 따른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사법경찰관리직무법｣ 제3조466) 및 제5조467)에 따르면 교도소장, 구치소장 등은 

해당 교도소, 구치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교도소, 구치소에 소속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리직무법｣에서는 위 법률의 적용 대상기관에 군 교도소, 군 

구치소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이는 명백한 입법 불비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군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도관은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

466) ｢사법경찰관리직무법｣ 제3조(교도소장 등) ①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

의 장은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467)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

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

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구분 1부대 2부대 3부대 4부대 5부대 6부대

교도관 수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교도관 부재 시 

대체인력
헌병소대장

헌병대

정작과장

헌병대

작전담당관

헌병대

간부

헌병대

간부

헌병대

간부

교도병 

전임여부
O ✗ O ✗ O ✗

교도병 구성 16명

헌병중대 

근무자 중 

1일 6명

35명

5명

(영창 미운용 

시 타 

경계근무 

투입)

5명

5명

(영창 미운용 

시 타 

경계근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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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관리의 권한을 사용하지 못한다.

실제 국군교도소의 경우 긴급히 수용자를 대상으로 사법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도 

인근 7군단 사령부의 헌병 수사관을 호출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 때문에 국군교도소

에서는 2019년 3월에 법무부에게 ｢사법경찰관리직무법｣상 교도소의 범위에 군 교도

소도 포함되는지 규정을 해석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9년 6월에 법무부는 이를 입법 불비로 보지 않고, 군 교도소는 법문에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군 교도소장 및 군 교도소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군 수용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각급 부대 영창 근무 교도관의 교도 수당 지급 문제

교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도관들은 그간 교도 수당 170,000원을 지급받아왔

는데, 각급 부대 영창의 경우 2019년 6월에 규정이 변경되어 미결수용자를 수용한 

영창만 해당 수용기간을 교도 수당에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되었다.

그런데 미결수용자 보다 징계입창자가 많은 영창의 현실과 실제 징계입창자 관리가 

미결수용자 관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결수용자를 수용하지 않았

더라도 교도관이 징계입창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직무는 미결수용자 수용 

상황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결수용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3) 교도병의 이중적 지위

교도병의 지위는 과거 민간 교정실에서 운영되다 폐지된 ‘경비교도대’와 흡사하다. 

그러나 법적인 지위는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교도병은 교도업무를 수행하는 자이

기도 하지만, 계급사회인 군에서 가장 말단에 위치한 병사로, 상급자인 간부 수용자들

과는 수용자-교도인력의 관계와 동시에 간부-병사라는 이중적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국군교도소에서는 간부 수용자가 교도병에게 반말을 하면 경고 처분을 내리고 있으

나, 실제 교도병과의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조처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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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수용자들은 상대가 교도병이란 이유로 인터폰으로 

수시 호출하여 괴롭히고, 인터폰이 녹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인터폰을 통해 

욕설, 폭언 등을 하기도 하며, 교도병이 자신에게 ‘다나까’ 말투를 쓰지 않고 ‘요’를 

쓴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기도 한다. 이 경우 교도병들이 ‘액션캠’을 들고 다니며 촬영

하게 하지만, 규정상 촬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촬영을 고지해야 하므로 대부분 촬영을 

고지하면 그때부터는 욕이나 훈계, 반말 등을 하지 않아 액션캠 역시 무용지물이다.

5.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군 교정시설의 감독

가. 진정 및 청원 제도

1) 진정 및 청원 근거 법령

군 교정시설에서의 진정 및 청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다. 

｢군형집행법｣에는 청원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열거되어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경우, 일반적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방식을 통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군형집행법｣

제17조(고지사항)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신입자와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에

게 말이나 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3.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제102조(청원) ① 군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할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제7조에 따른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군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

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순회점검 공무원이 군수용자의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교정시

설의 교도관등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청원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청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제103조(불이익처우 금지) 군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에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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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66호)

제124조(소장 면담) ① 소장은 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가 면담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군수용자의 인적사항을 면담부에 적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순서에 따라 면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를 면담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면담부에 적어야 한다.

③ 소장은 법 제10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군수용자의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

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군수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25조(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순회점검

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순회점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10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군수용자가 말로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102조에 따른 군수용자의 청원에 대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102조에 따른 군수용자의 청원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용자의 청원 처리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9조(권한의 위임)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각 군의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3. 법 제102조 및 이 영 제125조 제4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수용된 군미결수용자의 청원에 

대한 결정 등

｢군형집행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891호)

제3조(직무의 처리 등) ② 군교도관은 직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군수용자로부터 법 제102조에 따른 청원서를 받았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

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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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 및 청원 방법

국군교도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국방부 장관 청원함, 각군 참모총장 청원

함, 교도소장 편지함, 교도대장 편지함이 수용 소대별 복도와 식당에 비치되어 있었고, 

교도소에서는 1개월에 한 번씩 설문을 수리하여 그 결과를 식당 앞에 공개하고 있었

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등은 모두 규격에 맞추어 안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함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각급 부대 영창에는 거실 복도, 식당 등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국방부 장관 

청원함이 비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부 부대에서는 진정함이 투명한 플라스틱 함으

로 만들어져 있어 내부가 모두 비치는 문제가 있었다. 모든 진정함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에 맞추어 불투명 플라스틱 함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 

최근 5년간 국군교도소 수용자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은 [표 6-3-4]

와 같으며 총 25건이다.

[표 6-3-4] 최근 5년 간 국가인권위원회 군 교정시설 관련 진정 사례

연도 항목 건수

2014
헌병대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등 1

군 간부의 변호인 선임권 방해 등 인권침해 1

2015

실명위기 탈영병에 대한 군 부대의 치료 거부 1

군 영창 근무자의 수감자 모욕 등 2

징계처분 항고에도 영창집행 미정지 1

국군교도소 수용자 가혹행위 등 1

2016

민원제기를 이유로 영창 처분 1

군 구금시설 수용시 권리 미고지 등 1

군대 징계에 대한 부당한 항소 절차 1

군 영창 내 처우관련 1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1

영창징계 사실 미통지 등 1

군 영창 내 자세 강요 등 1

2017

징계거분 항고를 이유로 징계가중에 따른 인권침해 1

군 교도소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 시 시간 지연 1

본인 의사에 반한 징계입창 사실 고지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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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근 5년 간 군 교정시설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청구(19-정

-0491).

나. 감독 시스템

｢군형집행법｣은 제7조468)를 통해 국방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군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군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순회점검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직접 군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는 예는 거의 없었다. 

또한 ｢군형집행법｣은 제8조469) 제1항을 통해 군 판사와 군 검사가 직무상 필요할 

시 군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이러한 예 역시 거의 없었다.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각급 부대 영창의 경우 지휘관이 처음 

부임하였을 때 초도순시로 영창을 방문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후에는 작전, 임무상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영창에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어 보였다고 하였다.

6. 군 행형기관의 운영･제도적 요소 평가

군 행형기관의 운영･제도적 요소를 크게 법령･제도상의 미비점, 실제 운영상의 

특이점, 인력 현황상의 문제점, 권한, 처우상의 문제점, 진정 및 감독 시스템상의 문제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68) ｢군형집행법｣ 제7조(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국방부장관은 군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

무, 군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군교정시설을 순회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469) 제8조(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① 군판사와 군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군교정시설을 시찰

할 수 있다.

연도 항목 건수

군영창 수용자에 대한 부당 처우 1

허위의 피의사실 유포에 따른 인격권 침해 1

외부교통권 침해 등 1

2018

군 영창 수용자의 인권위 진정서 미발송 1

수차 요청한 영치물품 반환 불허 등에 의한 인권침해 1

국군교도소 내 성추행 사건의 진술권 및 알권리 침해 1

국군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성희롱 및 진정방해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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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상의 미비점으로는 ｢형집행법｣의 수정 사항을 ｢군형집행법｣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많았다. ｢군형집행법｣에는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계획과 위로

금･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규정이 부재했고, ｢형집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루어진 접견권 강화, 교도소장의 서신 발신, 수신 금지 시 구체적 사유의 서면작성 

의무 부과 조치가 반영되지 않았고, ｢형집행법｣과 사형확정자의 지위와 처우 규정, 

시신 인도 규정이 달랐다.

현장 조사와 교도인력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도관들은 법령･제도상의 미비점이 존재한다는 사실, ｢형집행법｣의 수정 사항을 

｢군형집행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때에 따라 ｢군형집행법｣이 미비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형집행법｣에 근거하

여 임의로 조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미비는 언제든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조속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상의 특이점을 확인하는 가운데 발견한 문제점은 법무부, 민간 교정시설과의 

업무 연계가 순조롭지 않다는 점, 군 교정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점이었

다. 이는 교정 업무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고, 이러한 비효율은 수용자의 불편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상 특이점으로는 군 교정시설에 배정된 끼니 당 급식비가 민간 교정시설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점, PX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수가 민간 교정시설보다 더 

다양하다는 점, 계급에 따른 분리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었다.

인력 현황 상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교도인력과 필수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

하여 수용자를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점, 교도관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 수당 지급에도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교도병의 경우 이중적 지위로 인해 근무상의 고충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진정, 청원 제도와 교정시설 감독 시스템에서는 진정과 

청원 제도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군 상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감독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하 ‘최저기준규칙’)과 ‘국내법규’를 군 행형 실제와 접목하여 

평가하면 [표 6-3-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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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5] 군 교정시설의 물적 요소 평가

군 교정시설 역시 엄연한 교정시설의 하나로, 운영･제도의 측면에서 민간 교정시설

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수용자에 대한 차별 대우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 

수용 시설의 관리 주체가 다를 뿐이지 수용자 처우에는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군인이

라는 이유로 더 열악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헌법｣ 제39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제4절 |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물적 요소’ 평가

1. 군 행형기관의 물적 요소 평가의 필요성과 범위

군 행형기관의 심각한 문제점은 수용 시설로서 갖춰야 할 물적 요소가 취약하다는 

점에 있다. 기본적으로 군은 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도 작전과 훈련에 초점을 맞춘다. 그 때문에 교정교화는 늘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되며, 시설 개선 등 재정 소요가 큰 부분은 늘 작전, 훈련에 밀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수용 시설의 취약한 물적 기반은 수용자들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운영･제도상의 처우도 

물적 여건으로 인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적 요소에 대한 

면밀한 평가는 행형기관의 인권 역량을 점검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된다.

본 장에서는 국군교도소와 각급 부대 영창 7개소의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물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이에 기반하여 우선 국군교도

소의 생활공간, 급식, 의류 및 침구, 위생, 의료시설 등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영위를 

구분 최저기준규칙 국내법규 군 행형 실제

권리 구제와 감찰

청원과 불복의 경로 보장 제56조 제1항, 제3항 O O

청원과 불복에 대한 회신 제57조 제1항 O O

감찰 제8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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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적 요소들을 평가하고, 입감, 작업, 운동, 여가, 종교, 

외부와의 소통, 징벌 등 수용자에 대한 처우 보장을 뒷받침할 물적 요소를 평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급 부대 영창의 생활공간, 급식, 의류 및 침구, 위생, 의료시설 

등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영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적 요소들을 평가하

고 입감, 운동, 여가, 종교, 외부와의 소통, 징벌, 여성 수용 등 수용자에 대한 처우 

보장을 뒷받침할 물적 요소를 평가할 것이다. 단, 각급 부대 영창은 부대 보안 등의 

문제로 상호 비교 시 실제 부대 명칭을 기재하지 않았다. 

2.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가. 국군교도소

1) 생활공간

가) 시설 현황

국군교도소는 1985년에 설립되었으며 수용시설의 총 면적은 34,000㎡이다. 거실의 

수는 51개이다. 최대 수용인원은 160명, 적정 수용인원은 120명이며 현재 수용인원은 

2018년 기준 기결수 17명, 미결수 82명이다. 연간 수용인원은 앞서 제시된 [표 6-2-1]

과 같다. 수용자 개인별 사용 면적은 간부는 4.5㎡, 사병은 4.14㎡이다. 

2022년에 데이룸 형태의 신축 교도소를 현 국군교도소 연병장 자리에 건축할 예정

으로, 현재 예산 183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 2020년 5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할 계획

이다.

나) 거실 시설

거실은 독거수용실과 혼거수용실을 모두 갖추고 있고, 독거수용실은 특별히 독거수

용이 필요한 수용자와 신입소자를 배정하여 사용한다. 신입소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

면 혼거수용실로 이동 배치된다.

거실은 ‘침상형 병영 생활관’과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수용자들은 침상에서 

나란히 누워 취침한다. 수용자들은 각각의 개별 사물함을 갖고 있고, 거실 내에는 

TV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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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이 적정한 크기로 있고, 채광은 잘 되는 편이다. 조도 조절기가 있어 수용자들

이 취침할 때에는 통상 조명의 1/10으로 조도를 낮추어 교도 인력이 인원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야만을 확보한다. 만약 수용자가 야간 조명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할 

시 안대를 지급하고 있다.

공기청정기는 없으며 환기는 자연 환기의 방식을 취한다.

냉방기는 없으며, 선풍기 두 대로 냉방을 대신한다. 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해 거실의 

온도가 과도히 높아지는 관계로 수용자 건강을 위해 옥상에 농사용 검정 깔개를 덮어 

햇빛을 차단하고, 스프링클러를 돌려 온도를 낮추고자 하나 효과는 크지 않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난방은 라디에이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라디에이터의 특성상 겨울에 추운 

편이다.

2) 급식, 의복 및 침구

수용자의 급식은 ‘수용자 식당’에서 이뤄진다. 조리는 국군교도소에서 복무 중인 

조리병과 무기계약직 조리사가 담당하고 있다. 조리 인력은 국군교도소에 복무 중인 

기간병들과 수용자의 식사를 함께 조리하며, 기간병과 수용자가 먹는 급식의 메뉴, 

양 등은 모두 같다. 배식은 수용자가 직접 한다. 수용자와 기간병의 식당은 주방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식당에는 수용자 소대별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다. 수용자들은 소속 소대 냉장고에 

개인 음료를 보관할 수 있다.

의복의 경우 수용자는 수련복470)을 지급받으며, 체력단련 시에 사용하는 체육복도 

함께 지급받는다. 신발은 고무신과 활동화를 지급받는다. 이는 ｢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조471)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다.

또한 의복 세탁을 위해서 1개소의 세탁실이 존재하며, 세탁기는 수용 소대별로 

각 1개씩 총 7개가 비치되어 있다. 세탁은 수용자 중 관용작업자가 소대별 세탁물을 

470) 국군교도소에서는 수용자를 ‘수련생’으로 호칭한다.

471) ｢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조(의류의 지급기준)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의 품목은 수용복, 전투복, 체육복, 고무신 및 활동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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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합하여 실시한다. 세탁이 밀리거나, 세탁기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지는 않는

다. 세탁물 건조는 충분히 넓은 야외 건조장에서 일광 건조한다. 

침구는 군용 매트리스, 이불, 담요(모포), 및 베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군형집행

법 시행규칙｣ 제8조472)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다.

3) 위생, 의료 시설

화장실은 거실 내부에 존재하며, 철제 새시와 투명 플라스틱을 통해 거실 공간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용변기는 수세식 좌변기이고, 세면대도 갖추고 있다. 화장실의 

차폐벽은 계호가 가능한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고, 용변을 볼 때는 충분히 차폐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샤워 시설은 거실별 화장실에 샤워 호스가 설치되어 있어 수용자들은 이를 이용하

여 샤워를 한다. 수용자의 샤워에는 제한이 없으나, 시설의 노후로 온수는 저녁 시간에

만 나온다.

공용 목욕탕은 1개소가 있으며, 겨울에는 주 1회 온탕 목욕을 하고 있다. 목욕탕은 

20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넓으나, 배관 노후로 인해 수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발 시설은 1개소가 있다. 원래 외부에서 월 1회 이발 봉사를 왔으나 현재는 운영

하지 않고 있고, 수용자 소대별로 1, 2명이 이발 봉사를 하고 있다.

의무 시설로는 1개소의 의무실이 있으며, 의무실에는 진료실 1개소, 약제실 1개소, 

치과진료실 1개소, 방사선실 1개소, 화장실 1개소가 있다.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으

며, 치과진료실은 장비의 노후로 인해 운영하지 않고, 인접한 육군 7군단 사령부 의무

대를 이용한다. 방사선실은 편제 인원 중 방사선사가 없는 관계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약제실에는 ATC기가 없어 약사 자격증을 갖춘 약제병이 수동으로 약을 조제한

다. 비치하고 있는 약품은 대부분 젊은 남성에게 필요한 약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성인병 혹은 만성질환자가 있을 경우 국군수도병원에 

외진을 데려가서 약을 제조하여 온다.

472) 제8조(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침구

의 품목은 이불, 매트리스, 담요 및 베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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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교도소가 육군 7군단 사령부 경내에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육군 7군단 의무

대도 의료시설로 사용한다.

나. 영창

1) 생활공간

각급 부대 영창 시설은 부대별로 한정된 예산 속에 설비를 갖춘 관계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각급 부대 영창 시설은 평가 항목별 비교를 통해 물적 요소를 

확인하였다. 영창의 거실 시설은 거실 개수, 거실 크기, 거실별 최대/평균 수용인원, 

거실의 형태, 창문 크기, 수면 시 조도 조절 방법, 환기 시설의 유무, 냉･난방 방식을 

통해 물적 요소를 확인하였다.

기본적으로 각급 부대 영창에는 미결수용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대가 

독거수용 원칙을 준수하고 있었다. 거실의 형태는 모두 유치장으로, 모든 생활이 교도 

관계자에게 노출되는 형태이다. 이는 징계입창자와 미결수용자를 동일한 장소에 구금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로, 징계입창자는 징계입창자대로 쇠창살 등의 구금 목적

성이 뚜렷한 시설물에 감금되어 문제고, 미결수용자는 미결수용자대로 민간 구치소와 

비교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이 되므로 쌍방 간에 모두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남는다. 

대부분의 경우 창문이 작아 채광이 좋지 않았고, 수면을 위한 조도 조절기를 갖춘 

곳도 한 곳뿐이었다. 한 개 부대는 이 때문에 수면 시간에 조명을 완전히 끄고 계호 

인력은 불을 켜지 않고 야간 계호를 하고 있어 수용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냉, 난방의 경우 문제가 있는 곳은 없었고, 공기청정기의 경우 구비된 곳과 아닌 

곳이 있어 각각의 구금시설 별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표 6-4-1] 각급 부대 영창의 거실 비교

구분 1부대 2부대 3부대 4부대 5부대 6부대

거실 개수 10개 4개 5개 3개 6개 3개

거실 크기 20㎡ 25㎡ 27㎡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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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식, 의복 및 침구

영창의 급식 시설은 식사 장소, 식사 제공 방식, 메뉴, 식기 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물적 요소를 확인하였다.

식사 장소는 수용자 식당을 갖춘 곳과 거실에서 식사를 하는 곳으로 나뉘었다. 

거실에서 식사하는 경우 유치장의 배식구를 통해 헌병 근무자가 배식하여 식판을 

넣어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거실 내부에는 수용자 개인마다 접이식 좌식 테이

블을 갖고 있어 수용자들은 이를 이용해 식사하였다.

메뉴는 모두 해당 부대 식당에서 기간병들이 먹는 음식과 동일하였다. 

식기 관리는 대부분 식기 소독기를 갖추고, 식사 후 개인 식기를 세척하여 보관하는 

식으로 운영되었고 이 경우에도 거실 내에서 식사하는 곳은 헌병 근무자가 식기를 

세척하였다. 한 개 부대만 부대 식당에서 매 끼니 새로운 식기를 함께 추진하고 있었다.

[표 6-4-2] 각급 부대 영창의 급식 시설 비교

구분 1부대 2부대 3부대 4부대 5부대 6부대

식사 장소 수용자 식당 수용자 식당 수용자 식당 거실 거실 거실

식사 제공 방식 자율배식 자율배식 자율배식 배식구 배식구 배식구

메뉴 부대 식당에서 동일 메뉴 추진

식기 관리

소독기에 

개인식기 

보관

소독기에 

개인식기 

보관

소독기에 

개인식기 

보관

소독기에 

개인식기 

보관

소독기에 

개인식기 

보관

부대 

식당에서 

추진

구분 1부대 2부대 3부대 4부대 5부대 6부대

거실별 

최대 수용인원
6명 8명 8명 4명 4명 4명

거실별

평균 수용인원
1~2명 1명 2~3명 1명 1명 1명

거실 형태 유치장 유치장 유치장 유치장 유치장 유치장

창문 크기
작음

(반지하)
적당 작음 작음 작음 작음

수면 시 

조도 조절 방법
조도 조절기 완전 소등

근무자 위치 

조명만 ON

근무자 위치 

조명만 ON

근무자 위치 

조명만 ON

근무자 위치 

조명만 ON

환기 시설 공기청정기 창문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창문

냉방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난방 전기판넬 전기판넬
전기판넬, 

온풍기
온풍기 전기판넬 전기판넬



 제6장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평가 335

의복은 일과 중 착용 의복, 수면 및 운동 시 착용 의복의 구분을 통해 물적 요소를 

확인하였다. 모든 부대가 동일하게 일과 중에는 군복을, 수면 및 운동 시에는 간부는 

사복, 병사는 체력단련복(이하, ‘체육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1개 부대만 모든 시간 

간부는 사복, 병사는 체육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는 해당 부대에서 군무원이 수용되

는 경우 군무원은 똑같은 수용자인데 일과 중에 군복을 입지 않고, 군인인 수용자만 

군복을 입는 것이 차별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각급 부대 영창의 미결수용자들

에게 수용복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표 6-4-3] 각급 부대 영창의 의복 비교

의복 관리를 위한 영창의 세탁 및 건조 시설은 의류 세탁 장소, 의류 건조 장소를 

통해 물적 요소를 확인하였다.

[표 6-4-4] 각급 부대 영창의 세탁 및 건조 시설 비교

각급 부대 영창에는 세탁기가 있는 세탁실을 별도로 갖춘 부대가 있었고, 샤워실에 

세탁기가 있는 곳이 있었다. 특이한 점은, 한 개 부대에서는 세탁물을 본인 소속부대에 

구분 1부대 2부대 3부대 4부대 5부대 6부대

일과 중 

착용 의복

간부: 사복

병사: 체육복
군복 군복 군복 군복 군복

수면 및 운동 시

착용 의복

간부: 사복

병사: 체육복

구분 1부대 2부대 3부대 4부대 5부대 6부대

의류 세탁 장소 세탁실 샤워실 샤워실 세탁실 샤워실 소속부대

의류 건조 장소 건조기 거실 내 거실 내 거실 내 거실 외부 ✗

침구 세탁 장소 부대 세탁소 - 부대 세탁소 부대 세탁소 부대 세탁소

이불: 부대 

세탁소

나머지: 

일광소독

침구 세탁 주기
본인 희망시,

퇴소 후
-

매트 1달 1회, 

이불/베개는 

퇴창시

1주일 1개월 분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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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여 소속부대원에게 인계하고, 세탁 후 다시 돌려받고 있었다. 이 경우 교도관이 

세탁물을 따로 검열하지는 않아 수용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외부와 물건, 서신 등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건조는 건조기나 건조장을 갖춘 곳이 있는 부대도 있었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거실 내에서 건조하는 곳도 있었다. 거실 내에서 건조하는 것은 거실이 습해지고 

옷이 잘 마르지 않아 위생상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침구는 모두 ｢군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용매트, 이불, 담요(모포), 베개 등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일부 부대에서는 위생상의 이유로 소속 부대에서 자신이 사용하

던 침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하게 하고 있었다. 침구 관리는 침구 세탁 장소와 

침구 세탁 주기를 통해 물적 요건을 확인하였다.

침구 세탁은 보통 부대 세탁소에서 하지만, 영창이 거의 운영되지 않아 분기 1회 

일광소독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었다. 한편, 소속 부대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침구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다시 가지고 나가는 부대에는 침구에 대한 별도의 세탁 지침이 

없었다.

[표 6-4-5] 각급 부대 영창의 침구 세탁 시설 비교

3) 위생, 의료 시설

영창의 화장실 시설은 화장실의 위치, 차폐벽 유무, 차폐벽의 형태를 통해 물적 

요소를 확인하였다.

구분 1부대 2부대 3부대 4부대 5부대 6부대

침구 세탁 장소 부대 세탁소 - 부대 세탁소 부대 세탁소 부대 세탁소

이불: 부대 

세탁소

나머지: 

일광소독

침구 세탁 주기

본인 

희망시,

퇴소 후

-

매트 1달 1회, 

이불/베개는 

퇴창시

1주일 1개월 분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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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6] 각급 부대 영창의 화장실 비교

대체로 화장실은 거실 내에 있었고, 1개 부대만 거실 외에 화장실이 있었다. 그런데 

거실 내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비위생적이고, 수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인

식 속에 화장실을 외부로 이전하고 싶어 하는 부대도 있었다. 거실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부대의 경우 교도병이 수용자들이 세면대를 쓰거나 용변을 보고 싶어 할 때 

일일이 문을 따고 계호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차폐벽은 모두 갖추고 있었고, 적절한 차폐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차폐벽의 형태

는 천차만별이어서 전면을 투명 플라스틱으로 막아 거실과 화장실을 분리 공간으로 

만든 곳이 있는가 하면, 허리 높이의 차폐벽만 존재하여 사실상 화장실과 거실이 

전혀 분리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샤워 시설은 샤워실의 위치, 온수 샤워 허용 여부, 샤워 가능 시간을 통해 물적 

요소를 확인하였다. 이 중 온수 샤워 허용 여부, 샤워 가능 시간은 전 부대가 동일하였

는데, 온수는 모든 시간에 공급되고 있었고, 샤워는 수용자가 희망할 때마다 할 수 

있었다. 

[표 6-4-7] 각급 부대 영창의 샤워 시설 비교

대체로 샤워실은 거실 외에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한 개 부대에만 거실 내에 

화장실에 있었다. 세면대에 샤워 호스를 연결하면 샤워가 가능했고, 화장실이 거실과 

완전히 분리된 구조였다. 투명 플라스틱을 통해 전신이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계호도 

가능했다. 샤워 호스는 수용자가 샤워를 희망할 때 지급되었고, 샤워 후에는 교도병이 

반납을 받았다.

구분 1부대 2부대 3부대 4부대 5부대 6부대

화장실 위치 거실 내 거실 내 거실 외 거실 내 거실 내 거실 내

차폐벽 유무 O O O O O O

차폐벽 형태
거실과 

완전분리

거실과 

일부분리

거실과 

일부분리

거실과 

완전분리

거실과 

일부분리

거실과 

미분리

구분 1부대 2부대 3부대 4부대 5부대 6부대

샤워실 위치 거실 외 거실 외 거실 외 거실 내 거실 외 거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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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의 경우 모든 영창에 별도의 의료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수용자는 

모두 소속부대의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다. 소속부대 의무대에서 진료할 수 없는 

질병의 경우, 인근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희망할 시에는 민간 병원도 이용할 

수 있었다.

3. 수용자의 처우

가. 국군교도소

입감 시설은 수속실과 신체검사실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으며, 신체검사실에는 탈의

실이 있다. 작업 시설은 수용동과 연병장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군용 침대 등 군용품

을 생산한다. 

수용자들은 연병장에서 운동을 한다. 현재 2022년 건설이 예정된 신축 교도소는 

연병장 위치에 세워지는데, 이 경우 수용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건축 예산이 부족하여 기존 교도소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연병장을 만들 여력은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신축 교도소를 건설한 뒤에는 

연병장, 즉 수용자 운동 시설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도서관은 수용동 내 1개소가 있으며, 장서는 20,000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의 

기부, 개인의 기부, 재소자의 기부, 진중문고 수입 등을 통해 장서를 지속적으로 확보

해나가고 있다.

종교시설은 수용동 내외에 각각 존재한다. 수용동 내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각 종파의 기도실이 있다. 기도실은 종파 별로 교리 공부 및 종교 모임 등을 갖거나, 

수용자가 희망할 시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수용동 외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각 종파의 시설이 모여 있는 종교 시설이 있다. 

모두 한 건물에 있으며 건물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다. 

직업 훈련은 연병장에서 지게차 운전 훈련을 실시하고, 용접, 자동차 정비, 조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다. 원예와 사육을 위한 시설도 있으나 

사육은 토끼장이 하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원예는 규모가 작다. 포크레인 운전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 시설도 중기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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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교육시설은 수용동 내에 1개소의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이뤄진다. 이곳에서

는 일반 인터넷 검색은 허용되지 않으며, 인가된 교육 관련 사이트에만 접속할 수 

있다. 수용자들은 사이버 교육 시설에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외국어, 경영학, 

IT 자격증 등에 대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외부와의 소통을 위한 시설로는 수용동 외에 면회실과 변호인 접견실을 각각 갖추

고 있고, 수용동 내에 전화실을 갖추고 있었다. 이 외 수용동 외에 펜션 형태의 가족만

남실 1개동도 있다. 이곳에서는 1급 모범 수련생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가족만남실 내에는 방 2개와 거실, 화장실 2개가 있고 주방이 있다. 조리기구는 

필요 시 교도관이 지급하고 반납 받는다.

징벌 시설로는 금치를 위한 징벌방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금치 처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징벌방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징벌방에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존재한다.

여성 수용실은 없다.

나. 영창

1) 입감 시설

입감시설은 입감 절차의 진행 장소, 탈의실 존재 여부, 입감 절차 시 금속탐지기 

사용 여부, 신체검사 시설을 중심으로 물적 요소를 확인하였다. 

[표 6-4-8] 각급 부대 영창의 입감시설 비교

입감절차의 경우 대부분 영창 내부의 사무실, 또는 사무실에 딸린 입감실에서 실시

하고 있었다.

구분 1부대 2부대 3부대 4부대 5부대 6부대

입감 절차 

진행 시설

접견실 또는 

교육장
입감실 입감실 구치소장실 행정실 영창 사무실

탈의실 여부 ✗ O 가림막 가림막 ✗ ✗

금속탐지기 

사용 여부
O O O O O ✗

신체검사 시설 부대 의무대 부대 의무대 부대 의무대 부대 의무대 부대 의무대 부대 의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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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은 한 개 부대 제외하고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가림막을 쓰는 부대가 

2곳이었다. 그런데 탈의실이 있는 부대의 경우, 탈의실이 완전히 폐쇄된 장소로 이루

어져 있고 내부에서 탈의를 계호하지도 않아 사고의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이 외에는 영창의 특성상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행정실에서 그냥 옷을 갈아입는 

경우가 많았다. 

금속탐지기는 대부분의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1개 부대는 입감 시 신체 수색

을 일절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신체검사는 모두 부대 의무대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2) 운동, 여가 및 종교

운동 시설은 운동장의 형태와 사용 가능 기구를 중심으로 물적 요소를 확인하였다. 

운동장의 크기는 일관되게 모두 협소하였다.

[표 6-4-9] 각급 부대 영창의 운동 시설 비교

운동장은 인조 잔디, 시멘트, 흙잔디 등 다양하게 이루어 구성되어 있으나, 6부대의 

경우 별도의 운동장을 갖추지 못했다. 이 부대는 담으로 둘러싸인 영창 건물 주변을 

걷는 것으로 운동을 대체하고 있었다. 수용자들이 영창 건물을 돌기 때문에 계호를 

담당하는 교도 관계자가 수용자를 따라다니지 않는 한 100% 시선 계호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운동 기구는 대부분의 영창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 있는 곳도 팔굽혀 펴기 기구, 

철봉 등 간단한 맨손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뿐이었다. 

TV 시설은 TV의 위치와 개수를 중심으로 물적 요소를 파악하였다. TV를 거실 

내에 갖추고 있는 곳은 2곳이었고, 4곳은 거실 외부에 모든 거실이 함께 TV를 시청할 

수 있는 위치에 TV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거실 외부에 TV가 있는 경우, 쇠창살로 

구분 1부대 2부대 3부대 4부대 5부대 6부대

운동장 형태 인조 잔디 시멘트 시멘트 흙잔디 시멘트
별도 운동장 

없음

사용 가능 기구 ✗
팔굽혀펴기 

기구
✗ 철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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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막혀 있고 수용자와 TV의 위치도 멀어 실제 시청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표 6-4-10] 각급 부대 영창의 TV 시설 비교

도서관 시설은 도서관의 존재 여부와 장서 수를 중심으로 물적 요소를 파악하였다. 

도서관을 별도로 갖추고 있는 곳은 1곳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서가만을 갖추어 책을 

보관하고 있었다. 장서의 수는 대부분 적고, 책도 많이 낡은 상태였으며 도서 기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표 6-4-11] 각급 부대 영창의 도서관 시설 비교

종교시설을 갖춘 부대는 없었으며, 종교 행사 시 소속 부대 군종 장교가 파견을 

나와 거실 내, 또는 외의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하였다.

3) 외부와의 소통

외부 소통 시설은 접견 장소, 별도의 변호인 접견실 설치 여부, 수용자-접견인 간 

소통 방법, 전화기 설치 장소를 중심으로 물적 요소를 파악하였다.

조사 대상 영창은 모두 면회실을 갖추고 있었으며, 전화기는 모두 면회실 내부에 

있었다. 그러나 변호인 접견실을 갖춘 곳은 두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4개 부대 중 

한 개 부대는 면회실 접견인 구역에서 변호인 접견을 진행하고 있었고, 3개 부대는 

구치소장실, 또는 영창 사무실 등을 비워 변호인 접견을 진행하고 있었다. 

구분 1부대 2부대 3부대 4부대 5부대 6부대

TV 위치 거실 내 거실 내 거실 외 거실 외 거실 외 거실 외

TV 개수
거실마다 

1개

거실마다 

1개
1개 2개 1개 1개

구분 1부대 2부대 3부대 4부대 5부대 6부대

도서관 

존재 여부
O ✗ ✗ ✗ ✗ ✗

장서 수 1,000 200 100 100 2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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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12] 각급 부대 영창의 외부 소통 시설 비교

면회실에서 수용자와 접견인 간 소통 방법이 마이크 및 스피커를 갖춘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이뤄진 곳은 한 곳 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뚫려있는 구멍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1개 부대만 이 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벽을 매개로 물건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고, 나머지 4개 부대는 단층으로 되어 있어 구멍으로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었다.

4) 분리수용

징벌의 경우 징벌방을 운영하는 영창 시설은 없었고, 모두 징벌 제도를 실제 운영한 

경험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한 개 부대에는 징벌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벽을 푹신푹신 한 것으로 둘러놓고, 조도 조절기도 설치해놓았다. 그러나 

이 방에는 화장실이 없고, 문도 내부를 살필 수 없는 일반 문으로 설치되어 있어 

실제 징벌방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해당 부대에서도 징벌방이 아닌 창고로 

사용 중이었다.

여성 수용실을 운영하는 영창 시설은 1개소뿐이었다. 전국적으로 여성 수용실을 

운영하는 영창 시설은 현재 2개소뿐이다. 대부분의 여성 수용자는 계룡대 근무지원단 

영창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국방부 근무지원단 영창에서 수용한다. 특별한 점은 

조사 대상 영창 중 해병 2사단에서는 신축 구치소에 여성 수용실을 설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성 수용자는 항소심이 시작되면 모두 민간 구치소로 이감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 소요가 많지 않다.

구분 1부대 2부대 3부대 4부대 5부대 6부대

접견 장소 면회실 면회실 면회실 면회실 면회실 면회실

변호인 접견실 

별도 설치 여부
O ✗ O ✗ ✗ ✗

수용자-접견인 간 

소통 방법

투명 차단막 

구멍

(2중창)

마이크 

및

스피커

투명 차단막 

구멍

(단층창)

투명 차단막 

구멍

(단층창)

투명 차단막 

구멍

(단층창)

투명 차단막 

구멍

(단층창)

전화기 

설치 장소
면회실 면회실 면회실 면회실 면회실 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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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용실을 운영하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영창의 경우 여성 수용실을 남성 수용

실과 벽으로 완전히 분리하였고, 샤워, 세탁, 식사, 전화 등 모든 생활이 분리된 공간에

서 이뤄질 수 있게끔 되어있었다. 해병 2사단 신축 구치소 역시 마찬가지의 구조로 

설치되고 있었다.

모든 영창은 현재 징계입창자도 함께 수용하고 있다. 실제 2011년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1309호, 2011.2.14. 제정)이 제정

되기 전까지는 징계입창자와 미결수용자를 분리도 하지 않았었다. 현재에는 위 훈령

으로 인하여 징계입창자와 미결수용자를 분리하고 있으나, 공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거실만을 분리할 뿐, 공간을 아예 분리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부대 중 1개 

부대만이 영창을 두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한 개 구역에는 징계입창자를, 한 개 구역에

는 미결수용자만을 수용하여 분리 운영하고 있었으나 여타 부대의 영창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물적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표 6-4-13] 각급 부대 영창의 징계입창자와의 분리 수용 비교

4. 군 행형기관의 물적 요소 평가

국군교도소와 각급 부대 영창 6개소의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과 처우에 관한 물적 

요소를 크게 생활 공간, 급식, 의류 및 침구, 위생, 의료 시설, 입감 절차, 운동, 여가 

및 종교, 외부와의 소통, 징벌, 분리 수용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한 ｢최저기준규칙｣과 ‘국내법규’를 군 행형 실제와 접목하여 물적 요소를 평가하

고자 한다.

국군교도소의 물적 요소에 대한 평가는 [표 6-4-14]과 같다. 국군교도소는 필요 

시설을 잘 구비하고 있고, 사이버 교육장 등 민간 교도소에 비해 진일보 한 시설도 

갖추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영위에 애로사

항이 있었다. 가령 냉방 대책이 전혀 없어 천장에서 스프링클러를 돌려 건물의 열기를 

구분 1부대 2부대 3부대 4부대 5부대 6부대

징계입창자와의 

분리

거실 구역 

분리
거실 분리 거실 분리 거실 분리 거실 분리 거실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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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춘다던가, 라디에이터에 의존하여 난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열악

한 환경에 해당한다.

또한 국군교도소에서 눈에 띄게 열악하였던 지점은 의료 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현대화된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지나친 장비 노후화로 치과 

같은 경우는 운영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교정기관으로써 

적합한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수용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장애 요소가 된다.

[표 6-4-14] 국군교도소에 대한 물적 요소 종합 평가

구분 최저기준규칙 국내법규 군 행형 실제

생활 공간

거실의 유형 제12조 제1항, 제2항 O O

거실 설비 제13조 O ✗

거실의 채광과 환기 제14조의 (a),(b) O O

급식, 의복 및 

침구

급식 제22조 O O

의복 지급 및 관리 제19조 제1항, 제2항 O O

침구 지급 및 관리 제21조 O O

위생, 의료 시설
개인 위생 시설 설비 제18조 제1항 O □

의료 인프라 제25조 제1항, 제2항 O ✗

입감 절차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입감 시설 - ✗ O

입감 시 신체검사 여건 제30조 O O

운동, 여가 및 

종교

운동 장소와 기구 제23조 제2항 O □

뉴스 청취 여건 제63조 O O

오락 활동 보장 여건 제105조 O □

도서실 제64조 O O

종교 활동 여건 제66조 O O

작업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 여건
제96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O △

교육훈련 실용적인 직업 훈련 여건 제98조 제2항 O □

외부와의 소통
접견과 통신이 보장되는 환경 제58조 O O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환경 제61조 제1항 O O

징벌 독방 격리 수용 시 수용지 조건 제42조 ✗ △

분리수용 남녀 분리 수용 여건 제11조(a) O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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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교도소는 2022년 신축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은 

운동 장소인 연병장, 더욱 다양한 직업 훈련이 가능한 직업 훈련장, 노후한 의료시설의 

전면 교체다. 현재 국군교도소 관계자들은 배정된 예산이 이와 같은 과업을 모두 

이행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는바, 신축 과정에서 이를 적절히 

고려하여 예산의 조정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신축이 예정되어있더라도, 당장에 수용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냉, 

난방 문제 등에 대해서는 긴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급 부대 영창에 대한 평가는 [표 6-4-15]과 같다. 영창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준화

된 기준이 일괄되게 각급 부대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시설의 건설 시기에 

따른 노후화 정도의 차이를 차치하더라도, 거실과 각 시설의 형태, 설비 등이 천차만별

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표준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표 6-4-15] 각급 부대 영창에 대한 물적 요소 종합 평가

구분 최저기준규칙 국내법규 군 행형 실제

생활 공간

거실의 유형 제12조 제1항, 제2항 O ○

거실 설비 제13조 O △

거실의 채광과 환기 제14조의 (a),(b) O △

급식, 의류 및 

침구

급식 제22조 O O

의복 지급 및 관리 제19조 제1항, 제2항 O O

침구 지급 및 관리 제21조 O O

위생, 의료 시설
개인 위생 시설 설비 제18조 제1항 O △

의료 인프라 제25조 제1항, 제2항 O □

입감 절차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입감 시설 - ✗ △

입감 시 신체검사 여건 제30조 O O

운동, 여가 및 

종교

운동 장소와 기구 제23조 제2항 O △

뉴스 청취 여건 제63조 O □

오락 활동 보장 여건 제105조 O ✗

도서실 제64조 O ✗

종교 활동 여건 제66조 O △

외부와의 소통
접견과 통신이 보장되는 환경 제58조 O □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환경 제61조 제1항 O □

징벌 독방 격리 수용 시 수용지 조건 제42조 ✗ 해당없음

분리수용
남녀 분리 수용 여건 제11조(a) O ○

징계입창자와의 분리 수용 여건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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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제도가 폐지될 것이 예고됨에 따라 현행 영창 시설의 구치소 기능만을 살려 

각급 부대에 산개한 영창을 통폐합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구치소 기능에 적합한 표준화된 시설 기준을 세워 전면적인 신축을 진행하는 일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5절 |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인적 요소’ 평가

1. 군 행형기관의 인적 요소 평가의 필요성과 범위

군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의 인적 요소에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인력 

운용 방식･조직의 형태와는 별개로 교정 인력이 갖추고 있는 직무 역량, 인권 감수성, 

직무에 대한 이해도, 교정 담당자로서의 자각 수준 등 정성적인 요소가 포함된다. 

교정시설의 인권보장역량은 현장에서 관련 물적 요소와 운영･제도적 요소를 운용하

며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개별 교정 인력의 역량 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군 교정시설의 교정 인력은 크게 직업군인인 교도관과 기간병인 교도병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들도 각각 근무처가 국군교도소이냐, 영창이냐에 따라 서로 

다른 처지에 놓여 있다.

연구에서는 인적 요소의 평가를 위해 분류에 따라 교정 인력이 이수하고 있는 직무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각각의 교정 인력이 교정 업무에 대하

여 가진 인식의 수준을 확인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군 교정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현황

가. 교도관

교도관 교육은 군 자체 교육 프로그램, 외부 연수 참여, 인수인계를 통해 이루어지

고 있다. 현재 교도관들이 받는 군 자체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진행되는 2주 과정의 교정교화반, 육군 헌병실에서 연 1회 주관하는 2주 과정의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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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집체교육이 있다. 

방문 조사 부대 소속의 교도관 12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여 확인한 

교도관 교육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육군 종합행정학교 교정교화반 과정은 육군 헌병 간부가 교도관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이수하는 과정으로, 기본적인 교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교육이 이뤄진다.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기간이 2주에 불과하여 

방대한 교정 실무를 익히기에는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육군 헌병실에서 연 1회 주관하는 2주 과정의 교도관 집체교육은 육군 소속의 교도

관들이 함께 모여 진행하는 워크숍 형태의 교육이다. 그러나 이 교육은 교도관이라면 

누구나 참석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고, 참여에 강제성도 없기 때문에 다수의 

교도관은 일이 많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응답자 중 참석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명뿐이었다. 또한, 교육 내용이 근무지의 열악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규정만을 강조하는 등 와 닿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직무 역량 강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개 내부에서 진행되는 군 교정교육의 대부분

은 법령과 규정에 대한 해설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외부 연수의 경우 법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교정직 교육이 있었다. 

그러나 총 9명의 표적집단면접 대상 교도관 중 법무연수원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이는 외부 연수에 오랜 기간 참여할 경우,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마땅치 않은 군 교정시설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식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국군교도소 소속의 교도관들은 인근 여주교도소를 방문

하여 교정 현장을 견학한 뒤 배우고 느낀 바가 많았다고 응답하였다. 

교육과 관련한 교도관들의 응답 중에는 전임자의 인수인계를 통해 실무를 교육 

받았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아예 인수인계 외에는 어떠한 교육도 받아 본 적이 

없는 교도관도 있었고, 다른 교육을 받았더라도 실무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고 

인수인계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한 실무에 투입되어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직무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많았다. 

추가로 14명의 표적집단면접 대상 교도관 중 교도관으로서 외부 기관에서 진행되는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은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군인권교육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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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1명에 불과했다.

나. 교도병

교도병 교육은 일부 군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이뤄지고 대부분 간부, 선임병의 

교육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 방문 조사 부대 소속의 교도병 16명을 대상으로 표적집

단면접을 실시하여 확인한 교도병 교육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병사들이 교도병 보직을 갖게 되는 것은 자대 배치 이후다. 따라서 훈련소를 마친 

뒤 이수하는 후반기 교육, 또는 특기, 직무 교육에서 교도병들은 헌병으로서 알아야 

할 제반 직무를 모두 배우게 된다. 교도병 직무에 대한 학습 역시 이 중 일부인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실제 응답자 중에는 특기학교에서 교도병에 관해 

배운 것은 10분이 전부였다고 한 병사도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실제 교도병들은 자대에서 교도관, 선임병 등으로부터 받는 

교육으로 직무를 습득하고 있었다. 전임 교도병을 두는 국군교도소나 영창의 경우 

교도병 발령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선임병과 함께 합동 근무를 서며 직무를 

따라 배우게 하는데, 합동교육의 기간은 1달에서 1주일까지 천차만별이고, 인력이 

모자랄 경우 2~3일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보직에 따라 아예 합동교육 

없이 근무에 바로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합동교육을 3일 받고 근무에 투입되었는데, 미결수용자 2명이 통방하

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이를 그대로 방치하다가 훈계를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였고, 다른 응답자는 분리수용의 기준 등 교정 업무의 세부 사항을 전혀 

몰라 근무에 투입되고도 한참을 헤맸다는 경험을 이야기 한 바 있다. 

직무 교육을 위한 가이드북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발간한 교도병을 위한 교육

자료 ‘충성! 교도병 임무를 명받았습니다!’가 있다. 이는 2016년에 발간되었으며, 교정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과 수용자의 권리, 관련 법령 전문을 담고 있다. 교도관들은 

대부분 이 가이드북을 이용하여 휘하의 교도병들에게 직무 교육을 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신병을 대상으로 법무관이 인권 교육, 법령 교육 등을 시행하는 부대도 있었다.

특이점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하는 부대도 있었다. 시범 교육은 수용자가 난동을 

벌이거나, 통제에 불응하거나, 영창 내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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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 가정하여 모의로 직무 연습을 하는 교육 방식으로 해당 부대에서는 월 1회 진행

되고 있었다. 

인권교육의 경우 부대 내에서 시행하는 정례적인 인권교육 외에 교정 인력을 대상

으로 하는 전문적인 외부 인권 교육을 이수한 응답자가 없었다.

3. 군 교정공무원 표적집단면접을 통한 인식 조사

가. 교도관

1) 국군교도소

국군교도소에서 실시판 표적집단면접에는 교도관 보직을 경험하였던 1인과 현직 

교도관 1인이 참여하였다.

교도관들은 헌병 병과로, 국군교도소로 보직이 발령되면 장교의 경우 1~2년, 부사

관은 5년 정도를 근무하고 다른 근무지로 자리를 옮긴다. 교도관들은 면접 조사 과정

에서 처음 교도소로 보직을 발령받았을 때는 교정업무가 익숙하지 않고, 관련한 전문

적 지식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직무에 투입되었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고 하였다. 스스로 교정공무원이라는 자각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의 교육을 

받은 뒤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보인다.

교도관들은 수용자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도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교도

병들을 통솔해야 하는 지휘관(자)으로서의 정체성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면접 과정에

서 사회 전반의 인권 수준이 향상되고, 군대의 인권 의식도 발달해감에 따라 수용자들

의 기본권 보장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업무가 증가하고 

특히 휘하의 교도병들이 고생하게 되어 양가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무엇보다 수용자와 교도병 간에 마찰이 생겼을 때가 가장 난감하다고 하였다.

교도관들은 열악한 시설 환경 속에서도 수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앞서 전거한 교도관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과 관련한 

문제는 국군교도소 교도관들이 표적집단면접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로, 이들은 이미 

법무부에 유권해석까지 요청하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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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창

각급 부대 영창의 교도관 인식 수준은 여타 영창의 물적, 운영･제도적 요소와 마찬

가지로 부대마다 천차만별로 달랐다. 스스로 교정공무원의 정체성을 갖고 수용자의 

인권 보장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도관이 있었던 반면, 기본적인 직무 

집행에 관련한 내용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교도관도 있었다. 각급 부대 

영창에서 표적집단면접에 참가한 인원은 현직 교도관이 6명, 교도관 직을 인수인계 

중인 인원이 1명, 전직 교도관이 2명이었다.

각급 부대 영창에는 교도관이 모두 각각 1명인데, 대부분 교도업무 외에도 군기 

업무 등을 함께 겸하고 있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한 교도관은 교도 업무, 군기 업무에 더하여 순찰, 호송 지원, 총기 관리, 부대 

내 과속 단속 등을 혼자 모두 맡아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교도 업무 시작 

이후 음주를 그만두었고, 퇴근 후에도 비상 상황이 발생할 시 즉시 복귀하여야 하므로 

부대에서 5분 이상 떨어진 곳에는 잘 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심지어 휴가 중에도 

부대로 복귀하는 일도 왕왕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는 스스로 직무에 보람을 느끼지만, 

교도관 한 사람의 희생으로 교도 업무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영창 내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열악한 시설과 장비,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교도관의 관심 정도에 따라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부대별로 영창의 상황이 천차만별이란 사실을 교도관들 자신도 인지하고 있었

는데, 영창 운영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오히려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

이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부분의 인원은 영창 운영 규정에 대한 표준화가 절실하다

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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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도병

1) 국군교도소

국군교도소에서 실시 한 표적집단면접에는 교도병 2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각각 

계호 지원과 수용자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은 처음 국군교도소로 자대가 배치되었을 때 공통으로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

였다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살면서 교도소에서 근무하게 될 줄은 생각도 해보

지 못했고, 군에 입대하면 통상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보직에서 군복무를 하게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수용자들을 관리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보니 당황스러웠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교육 없이 바로 업무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로 인해 이러한 

황망함은 배가된 것으로 보인다.

교도병의 직무는 대체로 고된 편으로 보였는데, 특히 면접대상자들과 같이 직접 

계호, 수용자 관리에 투입되는 병사들의 경우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계호 지원을 담당하는 교도병의 경우 수용자 관리에도 투입되고, 작업 시 계호, 

식사 통제, 종교행사 인솔 등에도 투입되기 때문에 평일과 주말을 가릴 것 없이 계속해

서 임무를 수행하는 애로점을 갖고 있었다. 수용자 관리를 담당하는 교도병의 경우 

하루에 2시간씩 2~3번 근무를 서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만성적인 피로

에 시달린다는 고충을 털어놓았다.

면접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었던 점은 이러한 근무상의 스트레스가 수용자와의 갈등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었다. 교도병들은 모두 수용자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아래 사람으로 취급받은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신병 시절 수용자

로부터 놀림을 당하는 일, 수용자들로부터 반말을 듣는 일,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듣는 일 등은 으레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하였고, 간혹 수용자들과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하다고 하였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근무지에서 실수로 발을 밟아서 폭행으로 고소당한 사람, 근무지에서 손톱

을 깎았다는 이유로 징계의뢰를 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2018년에

는 한 수용자가 교도병 6명을 고소하였고, 이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당한 교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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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해당 수용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은 차치하더라도, 교도병

들이 관리이자 보호의 대상인 수용자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이 있고, 수용자들 역시 

교도병들을 교도 인력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교정 시설

에 있어 상당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교도병이 갖는 이중적 지위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이나, 한편으로는 교도병들이 교정 인력으로서 갖춰야 할 직무 능력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임무에 투입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2) 영창

각급 부대 영창에서 실시한 표적집단면접에는 교도병 14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국군교도소보다 비교적 선택권이 있는 상태에서 교도병이 되었거나, 아니면 

전임 교도병이 아닌 사람들이었다. 통상 전임 교도병을 운영하는 부대에서는 자대 

배치를 받으면 헌병들 중 교도병을 자원받거나, 선발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

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국군교도소 교도병들에게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직무 투입 

시 당황하였다는 이야기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수용인원 역시 국군교도소와는 

달리 미결수용자가 거의 없고 대부분 징계입창자들이기 때문에 국군교도소에 비해 

직무상 느끼는 스트레스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교도병을 자원하였다는 응답자들 다수는, 자원의 사유로 교도소 근무가 실내근무라

는 점을 꼽았다. 다른 헌병들이 야외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것에 비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는 교도병, 장래 

희망이 경찰이기 때문에 자원했다는 교도병 등도 있었다.

수용자들과의 관계는 부대마다 달랐다. 대부분 영창에 수감된 미결수용자들은 교도

병들을 존중하며, 교도병들도 미결수용자들을 존중한다고 하였다. 간혹 간부 수용자

가 교도병에게 근무상, 하번 시 경례를 요구했던 사례, 식사를 줄 때 경례하게 하는 

사례 등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이지는 않았다. 다만, 교도병들 스스로 수용자

를 대할 때 본인이 교도병의 정체성을 지녀야 하는지, 병사의 정체성을 지녀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는 측면은 있어 보였다.

한편, 다수의 교도병은 교도관으로부터 직무 교육을 받을 때 해당 교도관도 교도 



 제6장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평가 353

업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인식을 받았고, 이로 인해 교육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차라리 선임에게 인수･인계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남겼다.

4. 군 행형기관의 인적 요소 평가

군 교정시설의 인적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 교정 실무자들이 받는 직무 교육의 종류, 

내용, 빈도와 표적집단면접의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한 교정 실무자들의 인식 수준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교도관들의 전문성이 낮았고, 전문성의 수준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보다는 교도관 개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었다. 교도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군 자체 교육 프로그램, 외부 연수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체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기간이 2주에 불과하고, 부대 

별로 교도관의 수가 적어 교육 파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 실효적인 교육이라 

보기 어려웠다. 외부 연수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표적집단면접 대상자 중 이수자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선 직무 교육은 대부분 전임자의 인수인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무 투입 후 시행착오를 거치며 직무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교도관도 많았다.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바와 같이 군이 교정 업무를 주무

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정인력의 역량 강화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이처럼 직무 역량 강화가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되면 개별 

교도관들의 부담만 증대되고, 수용자들의 기본권과 처우도 일관성 있게 보장되기 어

렵다.

이러한 이유로 교도관들은 교정업무에 투입되었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반응

을 보였다. 스스로 교정공무원이라는 자각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직무

교육 없이 업무에 투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교도관의 경우 일반 교정공무원

과는 달리, 교도관이면서도 교도병을 통솔해야 하는 지휘관(자)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 겪는 애로사항도 있었다. 수용자의 인권을 고려함과 동시에 교도병의 

고충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하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영창에서 교도관 한 사람의 희생으로 교도 업무를 유지하고 



354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II)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있다는 문제점, 열악한 시설과 장비, 시스템 상의 문제로 인해 사고 위험에 대한 교도

관의 부담이 높아보였다는 점, 표준화 된 운영 기준이 없어 직무 수행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의 문제도 발견할 수 있었다.

교도병이 처한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이들은 실제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교정 실무

자 중의 하나이지만, 제대로 된 교정 업무 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에 투입되어 바로 

수용자들을 대면하고 있다. 대부분 훈련소를 퇴소한 뒤 이수하는 후반기 교육, 또는 

특기, 직무교육에서 헌병 직무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짧게 교도 업무에 대해 배우는 

경우가 많았고, 이 외에는 간부나 선임병의 교육에 의존하고 있었다. 사실 상 교도 

업무에 대한 이해나 직무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하여 수용자를 대면시키고 실무 수습

부터 시키고 있는 셈이다. 

병사이자 교도 실무자라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겪는 직무상의 고충도 만만치 않았

다. 국군교도소에서는 교도병의 다수가 수용자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하급자 취급을 

받아 겪은 고충을 토로하였다. 면담 결과 교도병들이 수용자에 대하여 갖는 적대감의 

수준이 상당하여 이러한 고충이 수용자에 대한 왜곡된 관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보였다. 이는 교정시설 내에서 위험한 긴장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반면 각급부대 영창의 교도병들은 직무 형태가 영창마다 제각각인데다 주된 임무 

역시 미결수용자 관리보다 징계입창자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표준화 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웠다. 

군은 물적, 운영･제도적 요소를 잘 갖추어도 이를 실제로 운용할 인적 요소가 적정 

수준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교정교화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평시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교정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적

인 군 교정인력의 양성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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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 소결

1.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종합 평가

앞서 살펴본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평가를 통해 도출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제도적 요소의 표준화, 민간 영역과의 통일성 제고, 인력과 조직의 책임

성 강화다.

운영･제도적 요소에서의 표준화 역시 중요한 문제다. 물적 요소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 규범 등 제도의 영역에서 각 시설별 처우를 표준화해야 할 것이다. 

군 교정시설 관련 법령, 제도 중 수용자 기본권 보장의 영역은 민간 영역과 통일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군형집행법｣은 입법 불비로 인해 ｢형집행법｣의 

발전 양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군형집행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보장되

는 권리가 민간 수용자에 비해 적다면 이는 엄연한 차별이 된다.

또, 군 교도관 등 교정 인력에 직무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도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군 교정인력은 민간 교정인력에 비해 제대로 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 못하다. 교정인력의 책임성 강화는 권한과 책임을 보다 정교하게 제도화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 역시 동시에 제도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둘째, 물적 요소의 표준화, 현대화다.

군 교정시설은 전국 단위에 산개해있는데 물적 요소의 수준이 시설별로 너무 달라 

정량화된 평가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어느 곳이 

시설이 좋고, 어느 곳이 나쁘다는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미결수가 심급 변경에 따라 

이감 절차가 진행될 때 이감을 해야 하냐고 애원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한다. 

군 수용자가 어디에 수용되든 비슷한 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물적 환경이 구축되

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또, 국군교도소 등 일부 군 교정시설은 지나치게 낙후되어 있어 시설 자체만으로도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준화된 기준에 맞추어 시설을 

현대화하는 일 역시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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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적 요소의 전문성 강화다.

현재 군 교정인력의 전문성은 아주 낮은 수준이며, 역량 강화 역시 개별화되어 

있어 제도가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정인력으로서 정규 훈련 과정을 

거치지 못한 교도병들이 일선 교정 현장에 투입되어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일은 수용

자와 교도병 쌍방에게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교정 인력이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수용자들의 몫이 된다.

따라서 군 교정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는 물적 요소, 운영･제도적 요소의 강화와 

더불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이러한 과제를 군 교정시설에서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각 요소에 따라 

거시적, 미시적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2.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강화 방안 제언

가. 운영･제도적 요소의 강화 방안

1) 거시적 방안

운영･제도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거시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교정시설 관할 부서를 일원화 하여야 한다. 군 교정시설은 국방부조사본부

가 국군교도소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영창을 나누어 관할하고 있고, 시설 관리는 

각급 부대 헌병대가 하고 있어 교정시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군 교정시설의 관할 부서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산하의 교정과로 두고, 교정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법 개정을 통해 군 교도관의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 현행 

｢사법경찰관리직무법｣은 입법의 불비로 인해 군 교도관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바, 법률을 개정하여 군 교도소장, 군 구치소장을 사법경찰관으로, 

군 교도소 및 구치소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군 교도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교도관 및 교도병의 편제를 변경하여야 한다. 현행 교도관 및 교도병 운용 

시스템상 교도관과 교도병은 약 2년 남짓 근무하고 근무지를 옮기거나 전역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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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교정 인력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고, 직무교육에도 제한이 있는바 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교정군무원을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채용하여 교정 업무를 전담시

키고, 교도병은 계호 및 호송의 임무만을 수행하게끔 하여 군 교정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미시적 방안

운영･제도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미시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개정을 통해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형집행

법｣상 신설된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군형집행법｣에도 동일하게 추가하여 

국방부도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

획’에 군 수용과 관련한 계획을 더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여 군 수용자에 대한 처우도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형집행법｣ 개정에 따른 수용자 권리 강화 요소를 ｢군형집행법｣에도 반영하

여야 한다. 그간의 ｢형집행법｣ 개정에 따라 접견권 확대, 교도소장의 서신 발신, 수신 

금지 시 구체적 사유의 서면 작성 의무 부과, 위로금･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시신 인도 규정 등 강화된 수용자 권리를 ｢군형집행법｣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 법률

을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형집행법｣-｢군형집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지위를 통일시켜야 한다. ｢형집행

법｣과 달리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는 규정을 통해 미결수용자의 신분으로 간주하고 

있는 ｢군형집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지위를 ｢형집행법｣과 통일시키기 위해 해당 조항

을 삭제하여야 한다.

넷째, 국군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의관이 한 명뿐인 

국군교도소에 군의관 1명을 추가 배정하고, 전문약제병도 끊김 없이 상시 배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시설의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용시설에는 

정신과 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데, 국군교도소의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전문의 배치

가 어려우면 인근 지역 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순회 진료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섯째, 군 교정행정에 보라미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수기로 행정 및 수속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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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처리하는 국군교도소의 낙후한 행정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과의 원활한 교정 

업무 처리를 위하여 법무부의 보라미시스템을 국방부에도 동일하게 도입하여 운영하

여야 한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이 TV 방송 등을 시청할 때, 교정교화의 혜택을 누리는 

부수적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각급부대 영창의 각종 생활 규범을 통일해야 한다. 부대별로 천차만별인 

영창의 TV 시청, 물품 구매 등과 관련한 생활 규범을 규정에 맞게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시를 하달하여야 한다.

일곱째, 각급부대 영창의 운영 예산을 증액하여야 한다. 영창 1개소 당 연간 

600,000원, 월 50,000원에 불과한 예산을 증액하여야 한다.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군 구치소를 신설하기 전까지라도 수용자의 기본 생활 영위에 필요한 영창 운영 예산

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덟째, 군 교정시설에 대한 법령 상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유명무

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군형집행법｣상 군 교정시설 관리 감독 기능을 정상화하고, 

앞서 제안한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동하여 군 교정 업무 전반에 

대한 상시적 피드백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물적 요소의 강화 방안

1) 거시적 방안

물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거시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군교도소 신축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국군교도

소 신축 예산 18,300,000,000원은 현 국군교도소 연병장 위치에 신축 교도소 시설을 

짓는 예산으로 현 교도소 수용동 부지에 연병장을 새로 짓는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국군교도소의 신축 예산을 증액하여 정상적인 교도소 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

둘째, 권역별 군 구치소를 신축하고 평시에는 영창 운영을 중지하여야 한다. 병사에 

대한 징계 벌목 중 영창 처분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보통군사법원 역시 권역 

별로 5개만 설치되고 야전의 보통군사법원은 모두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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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원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지역에 권역별 

군 구치소를 5개소 신축하고, 현재 야전부대마다 설치되어 있는 영창은 평시에는 

운영을 중지하고 전시에만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2) 미시적 방안

물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미시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군교도소는 신축 이전까지의 냉･난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군교도소

가 신축되기까지 남은 3년간 현 국군교도소의 냉･난방 대책 마련은 시급한 과제이다. 

천장에서 스프링클러를 돌려 열을 낮추는 방식, 라디에이터로는 해가 갈수록 더해지

는 폭염과 추위를 견뎌낼 수 없으며, 이는 수용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인바 예산 확보를 통해 최소한의 냉･난방 설비보완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마찬가지로 국군교도소는 신축 이전까지의 의료시설 전면 보강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국군교도소의 의료시설은 지나치게 낙후되어 수용자 건강관리에 지장이 

있는바, 수용시설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진료 기구, 치과 기구를 새로 구비하고, 약제 

기구도 현대화하여야 한다.

셋째, 국군교도소는 징벌방 내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군교도소 징벌방 

내에 쿠션 등을 벽에 설치하는 등 금치 처분을 받은 자의 자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각급부대 영창은 야외 세탁물 건조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수의 영창 시설에

서 야외에 세탁물을 건조 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 실내 건조는 

위생에 좋지 않고, 불쾌한 냄새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각급 부대 영창에서는 야외에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물 마련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섯째, 각급부대 영창은 침구 관리를 표준화 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영창 

내 침구 관리는 부대 방침에 따라 천차만별로, 세탁의 방법, 세탁 주기, 조달 방법까지 

모두 다르다. 침구는 위생상 중요한 요소로 침구 관리에서 표준화된 규정이 일선 

부대에 하달되어야 한다.

여섯째, 각급부대 영창은 입감 수속 시 탈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여야 한다. 영창 

시설 내 입감 수속을 진행하는 장소에 탈의실 또는 가림막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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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설치를 각급 부대에 시달하여 수용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탈의할 수 있게끔 

물적 요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에도 탈의실 또는 가림막이 없는 시설에서는 수속 

진행 장소에서 수용자를 제외한 인원이 퇴실한 뒤 수용자가 옷을 갈아입고 있으나 

이때는 계호가 불가능한바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바람직한 방법이라 볼 수 없다. 

일곱째, 각급부대 영창은 장서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영창 내에는 대부분 

장서가 부족하고 수용자가 희망할 시 부대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여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부대 도서관의 도서목록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영창이 발견되

었고, 수용자들이 이러한 기능을 잘 이용하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된바, 영창 내 수용자

들의 도서 접근 여건을 확대해 나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덟째, 각급부대 영창은 운동 시설 내에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영창 

내 운동 시설은 대부분 좁은 공터만을 갖추고 있고, 여타의 운동기구는 갖추고 있지 

못했다. 그 때문에 수용자들은 좁은 공터를 따라 걷는 일 외에는 다른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용자의 안전과 계호를 고려하여 간단한 기구 운동, 격하지 않은 

구기 운동 등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아홉째, 각급부대 영창은 면회실 차단막을 이중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영창 면회

실의 다수는 면회객과 대화를 나누는 창구에 설치된 차단막이 단층으로 되어있다. 

그 때문에 소통을 위해 뚫려있는 구멍으로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바, 차단막을 

이중창으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

다. 인적 요소의 강화 방안

인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도관(교정군무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법무연수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교도

관의 기본적인 직무 능력은 행형기관 인권역량강화의 선결 과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직무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교도관(혹은 이후 신설될 교정군무원)의 

초임 교육을 법무연수원에 위탁하여 민간 교정공무원이 받는 교육과 동일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둘째, 전문 교도병을 별도 모집하여야 한다. 계호, 호송, 교정 행정 등을 담당할 

전문 교도병을 전문특기병으로 모집하여 교정 업무에 투입하고, 별도의 교육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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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마련하여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 교도병으로 

만기 전역한 자에게는 민간 교정공무원 선발 시험에 응시할 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여 군 복무를 통해 교정 인력을 재생산해 낼 수 있는 순환 구조를 창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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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서론

한 국가의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은 국민의 의식수준과 경제수준이 뒷받침되어야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노르웨이, 독일 등의 유럽국가와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의 행형시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이를 가능케 한 것은 국민들의 높은 인권의식, 

이를 수용하는 성숙한 정치의식, 인권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 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용자 인권을 보장하는 

선진국가 역시 20세기 중반에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로 인한 교도소 폭동, 교정시설 

지원에 대한 시민과 정치권의 반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교도관의 인식부족 등의 

고통스런 과정을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혹은 개혁적으로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 

제도,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각 국가의 사회 내의 변화와 혁신 과정에서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도 회원국가의 수용자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었

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협약과 매뉴얼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는 지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토록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일련의 과정에서 성숙하고 진보적인 민간단체의 역할은 상당히 컸다. 신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하고 수형자 인권침해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보고서, 매뉴얼, 툴킷 등을 발표하는가 하면, 대중과 정치인들

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안 

제안 등, 변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해외의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관행의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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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때 행형에서의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도적 개선, 물리적 환경개선, 행형 담당자 교육 및 지원 등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

여 조사하였다. 첫째, 제도적 개선 관점으로는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와 

제도적 장치인 관련 법, 진정과 청원제도, 소수집단 수용자 보호 현황, 외부기관인 

시민단체의 지원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물리적 환경개선 관점에서는 수용자의 인권

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으로 수용자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교도소 공간의 

변화와 개선을 검토하였다. 셋째, 행형 담당자 교육 및 지원의 관점으로는 수용자와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생활하며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교정직원의 훈련 현황과 교정

직원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증진을 위한 지원책을 검토하였다. 교정직

원 웰빙의 경우에는 교정직원이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실행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교정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웰빙 증진을 위한 지원

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해외사례를 검토함에 있어서 자료접근의 한계로 인해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각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유엔 

및 정부기관과 시민단체의 보고서, 매뉴얼, 툴킷, 연구자들의 학술논문, 신문보도 등을 

활용하였다. 

제2절 | 행형의 제도적 개선을 통한 인권보장역량 증진

본 절에서는 행형의 제도적 개선을 통한 인권보장역량 증진 사례를 검토하였다.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관련 법이 제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각종 규정, 제도,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이다. 또한 관련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

했을 때 수용자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소송으로 법원에 호소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수용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수용자 인권보호 관련 법, 진정과 청원제도, 



 제7장 해외 행형기관 인권보장 역량강화 정책 367

교정시설 내 소수집단 보호 현황, 외부 시민단체의 지원과 협력을 살펴보았다. 

1. 수용자 간 인권침해 방지 노력 ― 미국의 ｢교도소강간 근절법｣(PREA)을 

중심으로

가. 미국 수용자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입법 사례

미국 수용자 인권보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법률로는 ｢교도소강간 근절법｣(Prison 

Rape Elimination Act, PREA), ｢퍼스트 스탭법｣(First Step Act), ｢민권법｣(Civil Right 

Act) 등을 들 수 있다. 아래에서는 우선 ｢퍼스트 스탭법｣과 ｢민권법｣에 대해서 간략하

게 살펴보고, ｢교도소강간 근절법｣ 시행을 통한 수용자 인권보장 강화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1) ｢퍼스트 스탭법｣(First Step Act, 2018)

미국에서 2018년 12월 제정된 ｢퍼스트 스탭법｣(First Step Act)은 수용자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법은 아니지만, 현재 교정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문제를 해결함

으로서 수용자의 인권이 개선되고 교도소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473)

동법은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모범적 생활로 인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구금율을 증가시켰던 의무 최소형량(mandatory minimum sentence) 제도가 완화되

며 연방 교도소 수용자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키고자 한다.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정국은 모든 연방 교도소에서 실행이 될 “양형 후 위험과 필요 진단 시스템

(Post-Sentencing Risk and Needs Assessment System)”을 개발해야 한다. 수용

자 개인의 위험과 필요가 매년 평가될 것이다. 낮은 위험의 수형자들은 형량의 

마지막 날들을 중간처우의 집이나 가택구금으로 보낼 수 있다.

▪ 교정국(Bureau of Prisons, BOP)은 지역사회 비영리 및 신앙기반 단체와의 협력

을 통해 수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개선해야 한다. 

473)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5682(최종접속일 201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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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들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전화사용, 방문, 매점 사용, 

집에서 가까운 교도소로 이송 등이 확대된다. 

▪ 마약 중범죄자에 대한 의무 최소형량이 감소되어서, 3번 위반자에 대한 기존의 

무기형은 25년 형으로 감소되며, 20년형은 15년 형으로 감소된다. 

▪ 임산부 수용자와 아기를 출산 중인 수용자는 해당 수용자가 심각한 해를 자신과 

아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수갑, 쇠사슬, 족쇄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민권법｣(Civil Right Act, 1975)

미국 내에서 흑인의 백인학교 진학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흑인을 

포함한 여성, 소수자 등의 권리는 물론 시민 전체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1957년 ｢Civil Right Act｣가 제정되었으며 해당 법안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기회평

등과 인권 보호를 받는 영역이 더욱 확장되었다.474) 수용자들은, 본 법의 제정으로 

법무부 내에 설립된 민권국(Civil Rights Division)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475) 

1962년 구금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래로 수용자들의 수많은 소송이 이어지자, 

1997년 ｢수용자 소송 개혁 법｣(The Prison Litigation Reform Act, PLRA)이 제정되면서 

법원으로의 소송을 제한하게 되었다.476) 즉, 수용자들은 교정시설과 해당 교정국 내에

서 행정적 구제와 같은 이용 가능한 것들이 소진될 때까지 교도소 상황(condition)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행정적 구제(Administrative remedies)는 “불만

처리절차(grievance procedures)”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충분

히 한 후에 법원에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삼진 아웃 규칙(three 

strikes rule)”은 만약 수용자가 구금된 동안에 제기한 소송의 내용이 하찮거나 악의적

이고 어떤 구제가 주어져야 하는지를 주장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기각된 경우가 3번 

이상이 있었다면, 수용자의 즉각적인 위험이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 아닐 경우 해당 

수용자가 연방법원에 민사적 소송이나 항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477)

474) https://www.govtrack.us/congress/votes/88-1964/h182(최종접속일 2019. 9. 3.).

475) https://www.justice.gov/crt(최종접속일 2019. 9. 3.).

476) D. Borchardt, “The Iron Curtain Redrawn between Prisoners and the Constitution,” 

Columbia Human Rights Law Review, 43(2012), p.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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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국이 다루는 9대 영역은 범죄, 주거, 장애인 권리, 이민자 및 고용, 교육기회, 

특별소송, 피고용인 소송, 투표권 등이며 수형자는 범죄 섹션에서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영어, 중국어, 불어, 베트남어, 아랍어, 스페인어, 한국어 등 11개 국가의 

언어로 지원되며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제기된 불만의 경우 Civil Rights of Institutionalized Act 42 U.S.C. § 1997에 근거하

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법에 근거하여 조치가 이루어진다.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가 공포된 후 49일 이내에 지적된 사안에 대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은 소송을 시작할 것이다.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관련된 사적 소송에 대해 

개입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민권국 홈페이지 상에 공지한다.

최근인 2019년 4월에 법무부는 앨라배마 주지사에게 60페이지의 보고서와 notice

를 보냈다.478) 법무부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2년간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 앨라배마 

교도소 폭력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교도소 당국이 수용자간 폭력과 

성폭력을 방치하였으며, 열악한 교도소 생활환경, 교도소 과밀, 직원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인도적 처우’를 제공하지 않아 수용자들이 안전하지 못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앨라배마 교도소 감독 위원회

(Alabama’s prison oversight committee)는 49일 내에 이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제출

해야 한다. 이에 앨라배마 교정국은 비폭력 범죄자에 대해 형량 가이드라인을 완화하

고 교도관 고용에 대한 예산을 더 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더 개선하

겠다고 밝혔다.479)

나. ｢교도소강간 근절법｣ 시행을 통한 수용자 인권보장 강화

1) ｢교도소강간 근절법｣ 개관

교정시설 내 수용자 간, 수용자와 교도관 간의 성적학대과 성희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미국에서는 2003년에 ｢교도소강간 근절법｣(Prison Rape Elimination Act, 

477) D. Borchardt, “The Iron Curtain Redrawn between Prisoners and the Constitution,” p.472.

478) https://www.justice.gov/opa/pr/justice-department-alleges-conditions-alabama-mens-prisons

-violate-constitution(최종접속일 2019. 9. 3.).

479) https://www.npr.org/2019/04/03/709475746/doj-report-finds-violence-in-alabama-prisons

-common-cruel-pervasive(최종접속일 201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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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이 제정되었다.480) 교도소 강간을 근절하기 위한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 “국립 

교도소강간 근절 위원회(National Prison Rape Elimination Commission)”가 설치되

었으며, 2009년에 표준안(standards)이 만들어져서 법무부가 검토하고 최종 규칙으로 

승인되어 2012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481) 표준안은 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사범 

시설, 유치장(lockup),482) 지역사회 구금시설(community confinement)483) 등 4가지 시

설별로 제시되고 있다. 표준안의 목적은 사건과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자원, 권고들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법은 선택적인 법으로 현재 

13개 주가 채택하여 따르고 있으며, 만약 해당 주가 따른다면 감사(audit) 실시, 자료 

모으기,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정책들을 준수해야 하며, 실행을 위한 연방정부

의 자금지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발된 표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84)

[표 7-2-1] ｢교도소강간 근절법｣의 교도소와 구치소 표준들

480) https://www.prearesourcecenter.org/sites/default/files/library/tmgpolicyguideadultprisonp

rea101.pdf(최종접속일 2019. 9. 5).

481) https://www.prearesourcecenter.org/about(최종접속일 2019. 6. 13.).

482) 유치장(Lockup)은 셀, 셀 블럭, 혹은 기타 보안시설(경찰, 법원, 기타 보안요원이 있고, 체포되

거나, 법원/구치소/교도소/다른 기관으로 이송되기 위해 임시적 구금으로 사용될 때).

483) 지역사회 구금시설(Community confinement facility): 지역사회에 위치한 치료센터, 중간처우

의 집, 배상센터, 정신건강 시설, 알코올과 마약 치료센터, 기타 형량의 일부로 가석방자, 교육

과 치료를 위해 지역사회 시설에 거주할 때.

484) https://www.prearesourcecenter.org/about(최종접속일 2019. 9. 3.).

§ 115.5 일반적 정의들 

§ 115.6 성폭력 관련 정의들 

예방 계획

§ 115.11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프레아 코디네이터 

§ 115.12 수형자 구금을 위한 다른 기관과의 계약

§ 115.13 감독과 모니터링

§ 115.14 청소년 수형자 

§ 115.15 반대 성별을 가진 사람을 관찰하고 

수색하는 것의 한계 

§ 115.16 장애 수형자와 영어를 못하는 수형자 

§ 115.17 직원 채용와 승진 결정 

§ 115.18 시설과 기술의 업그레이드 

수형자 신고에 따른 공식적인 대응

§ 115.61 직원과 기관의 신고 의무 

§ 115.62 기관의 보호 의무 

§ 115.63 다른 구금 시설에 신고하기 

§ 115.64 최초 대응 직원의 의무 

§ 115.65 훈련된 대응 

§ 115.66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 115.67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 115.68 신고 후 보호적 구금 

조사 

§ 115.71 형사적, 행정적 기관의 조사 

§ 115.72 행정적 조사를 위한 증거 기준

§ 115.73 수형자에게 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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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도소강간 근절법｣에 따른 사건 조사 절차485)

본 법은 각 교정시설이 3년마다 감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각 기관은 PREA 

Resource Center(PRC)에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언제든 요청할 수 

있으며, PRC는 4개 시설별로 “시설 평가 도구(facility assessment toolkit)”를 제공하고 

있어서 사전에 시설에 대한 자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감사를 받는 기관은 “사전감사 

질문지(pre-audit questionnaire)”를 받아 작성해야 하며 질문지가 완성되면 2일간의 

485) https://www.prearesourcecenter.org/about(최종접속일 2019. 9. 3.).

응답적 계획

§ 115.21 증거 프로토콜과 법의학적 의료 검사 

§ 115.22 조사 요청에 대한 회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정책들

훈련과 교육

§ 115.31 직원 훈련

§ 115.32 자원봉사자와 계약자 훈련 

§ 115.33 수형자 훈련

§ 115.34 특화된 훈련: 조사 

§ 115.35 특화된 훈련: 의료적 돌봄과 정신건강 

돌봄

성폭력 피해와 학대 위험을 선별하기 

§ 115.41 피해와 학대의 위험 선별하기

§ 115.42 선별 정보의 사용 

§ 115.43 보호적 구금 

신고 

§ 115.51 수형자 신고

§ 115.52 행정적 구제 시행 

§ 115.53 수형자의 외부 기밀 지원 서비스 접근

§ 115.54 제3자의 신고 

징벌 

§ 115.76 직원 징벌 

§ 115.77 계약자와 자원봉사자 징벌 

§ 115.78 수형자 징벌 

의료적 정신적 케어 

§ 115.81 의료적, 정신 건강 선별: 성학대 전력 

§ 115.82 응급 의료 서비스 

§ 115.83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적 돌봄 

자료 축적과 검토 

§ 115.86 성학대 사건 검토 

§ 115.87 자료 축적 

§ 115.88 교정적 조치를 위한 자료 검토 

§ 115.89 자료 보관, 출판, 파기 

감사 

§ 115.93 감사 표준들 

감사와 교정적 조치 

§ 115.401 감사의 빈도와 범위 

§ 115.402 감사관 자격 

§ 115.403 감사 내용과 결과 

§ 115.404 감사에 따른 교정적 조치 계획 

§ 115.405 감사결과 항소 

준수 

§ 115.501 완전한 준수를 위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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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가 이루어진다. 해당 기관에서의 회의가 진행된 후, 감사관들은 무작위로 3명

의 직원을 뽑아서 PREA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12명의 수용자를 무작위

로 뽑아 대면 질의를 통해 성적학대와 가혹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감사를 받고 나면 각 교정국은 교정국 홈페이지에 감사 보고서, 감사 

결과, 개선조치 계획서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감사와 관련된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표 7-2-2] ｢교도소강간 근절법｣의 감사관련 규정

감사

§ 115.93 감사 표준 

기관은 §§ 115.401–.405에 의거해 감사를 실시

해야 한다. 

감사와 개선조치 

§ 115.401 감사의 빈도와 범위

(a) 3년마다 기관, 운영을 위임받은 민영기관은 

적어도 1번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b) 특정 시설이 성적 학대 문제를 겪고 있다는 

판단되면 법무부는 해당 교정시설에게 긴급 

감사를 받도록 권고문을 보낼 수 있다. 

(d) 법무부는 감사 도구(instrument)를 개발해야 

한다. 

(e) 교정기관은 표준안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의무를 가져야 한다. 

(f) 감사관은 기관에 대해 관련된 폭넓은 정책, 

절차, 보고서, 내/외부 감사

(g) 감사관들은 최근 1년간의 모든 관련 정보들

을 검토해야 한다. 

(h) 감사관은 감사받는 시설의 모든 영역을 관찰

하고 검토해야 한다. 

(i) 감사관은 관련 정보들의 복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k) 감사관은 수용자, 직원, 감독관, 행정관 등을 

인터뷰를 해야 한다. 

(m) 감사관은 수용자와 사적인 인터뷰를 할 수 

있다. 

(n) 수용자는 감사관에게 보안정보나 서신을 보

낼 수 있다. 

(o) 감사관은 해당 시설의 상황과 관련된 의견을 

§ 115.403 감사 내용과 결과 

(a) 각 감사는 감사자에 의한 인증(certification)

이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b) 감사 보고서는 해당 기관이 PREA 표준을 따

르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고한다. 

(c) 각 단계에서 시설이 통과한 조항의 숫자를 

토대로 결과는 3단계, 표준 초과(Exceeds 

Standard), 표준충족(Meets Standard), 표준

충족시키지 못함(Does Not Meet Standard)

으로 진단된다. 

(d) 감사보고서는 방법, 표본크기 등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을 명시한다. 

(e) 개인신상이 밝혀질 수 있는 정보들은 수정

한다.

(f) 감사를 받은 기관은 감사 최종보고서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대중이 볼 수 있도록 공개

해야 한다.

§ 115.404 감사 결과에 따른 대응조치 계획 

(a)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180일의 대응

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b) 감사자와 기관은 함께 대응조치 계획을 개발

한다. 

(c) 감사자는 대응조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d) 180일 간의 대응조치 기간이 끝나면, 감사

자는 해당기관이 표준안을 따르는 것을 성

취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

야 한다.

(e) 해당 교정시설이 표준안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표준안을 충족시킨 후에 다시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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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강간 근절법｣(PREA)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신고하고 조사하

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검찰에 기소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절차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86)

[표 7-2-3] ｢교도소강간 근절법｣의 사건발생 대응 절차와 내용

486) https://www.prearesourcecenter.org/about(최종접속일 2019. 6. 17.).

듣기 위해 지역사회 단체나 피해자 단체와 

소통할 수 있다. 

§ 115.402 감사자 자격조건 

(a) 감사관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여야 한다.

(1) 감사관은 기관의 일부가 아닌 교정시설 모니

터링 조직의 구성원 

(2) inspector general’s or ombudsperson’s office

의 구성원 

(3) 관련 경험을 가진 외부의 개인 

(b) 모든 감사자들은 법무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

다. 법무부는 훈련을 필수로 포함하는 인증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c) 해당 기관으로부터 재정적인 보상을 받은 사

람은 감사자가 될 수 없다. 

(d) 해당기관은 감사보류 후 3년간 감사자를 고

용하거나 계약하거나 재정적인 보상을 줄 수 

없다.

신청할 수 있다. 

 

§ 115.405 감사 항소 

해당 기관은 감사 결과에 대해 90일 이내에 법무

부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15.501 

주의 결단 : 주가 완전히 PREA 표준을 따를지의 

여부에 대해 주지사가 가장 최근의 기관 감사 

결과를 고려한다. 

§ 115.61 직원과 기관의 신고 의무 

(a) 사건 발생, 보복 발생, 사건의 은폐와 방치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b) 지정된 감독관과 직원 외에는 발설하지 말아

야 한다. 

(c) 연방법과 주법에서 제외된 자가 아니라면 의

료직원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d) 피해자가 18세 이하거나 취약한 수형자라면, 

해당 기관은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의무신

고 법에 따라서 상급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 기관은 성적학대 사건을 지정된 조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 115.67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a) 모든 기관은 사건을 신고한 수형자나 직원이 

보복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

책을 수립해야 한다. 

(b) 지관은 다양한 조치를 활용해야 한다 – 생활

관 변경, 이송, 가해 직원과 수형자의 제거, 

보복을 두려워하는 직원이나 피해자, 조사를 

도운 사람에 대한 정서지원 서비스 등 

(c) 신고 90일 이내에 사건이 해결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필요하면 90일을 넘겨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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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62 기관의 보호 의무 

기관은 수형자가 즉각적인 성적학대에 노출됨을 

인지하게 되면 수형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

치를 취해야 한다.

§ 115.63 타 기관에 신고하기 

(a) 현재 수형자가 타 기관에서 학대를 받은 것을 

신고하면 즉각적으로 타 기관에 이를 보고해

야 한다. 

(b) 72시간 내로 신고 

(c)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을 기록 

(d) 이러한 신고를 받은 기관을 기준에 부합되게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 115.64 최초 접수자의 임무

(a) 수형자가 성적 학대를 받은 사실을 인지한 

최초 직원의 임무 

(1)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 

(2)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

질 때까지 범죄 현장을 보존한다. 

(3) 증거수집이 가능하면, 피해자가 증거를 파손

시킬 수 있는 행동(샤워, 양치, 옷 갈아입기, 

소변보기, 담배피기, 술마시기, 식사하기 등)

을 못하도록 한다. 

(4) 증거수집이 가능하다면 가해자가 어떠한 증

거를 파손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b) 최초 발견자가 보안직원이 아니라면 피해자

가 증거를 파손시키지 못하게 하면서 보안 

직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115.65 조정된 대응 

각 기관은 성적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

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조정할 서면으로 

된 기관 계획서를 개발해야 한다. 

§ 115.66 피해자와 가해자 접촉으로부터 보호

(a) 가해자인 직원이 피해자와 협의를 볼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 

(b)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제할 동의서를 금지하

지는 않는다. 

(1) §§ 115.72과 115.76이 일치되는 한 징벌 과정 

(d) 수용자의 상황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모니

터링 한다.

(e) 조사에 도움을 준 수형자가 보복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 

§ 115.71 형사적, 행정적 기관 조사 

(a) 기관이 자체 조사를 할 때는 즉각적, 객관적

으로 철저하게 조사한다.

(b) 사건이 신고되면 기관은 특별훈련을 받은 조

사자가 조사를 하도록 한다. 

(c)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d)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검사와 논의 

(e) 피해자, 목격자가 믿을 만한지의 여부나 거짓

말 탐지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f) 행정적 조사 

(1) 직원의 대응이나 대응실패가 학대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조사 

(g) 자세한 내용 포함 

(h)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은 검찰로 

회부 

(l) 외부기관에서 조사시 협조 

§ 115.72 행정적 조사를 위한 증거적 표준 

§ 115.73 수형자에게 보고 

(a) 수형자 신고 후에 수형자에게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의 결정을 고지해준다. 

(b) 기관이 조사하지 않으면 조사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형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c) 직원이 가해자인 경우에 수형자에게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면 고지한다.

(1) 직원이 더 이상 해당 수형자의 유닛에 배치되

지 않는다.

(2) 직원이 더 이상 그 시설에 고용되지 않는다.

(3) 직원이 시설 내에서 성폭력으로 기소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알았을 때 

(d) 수형자가 동료 수형자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이를 피

해 수형자에게 고지해준다. 

(1) 해당 학대자가 시설 내에서 성적 학대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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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도소강간 근절법｣에 따른 교정직원 훈련

앞서 검토된 바와 같이 ｢교도소강간 근절법｣은 교도소 직원, 자원봉사자, 계약자 

모두에게 법의 집행을 위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487) ｢교도소강간 

근절법｣에서 명시한 직원에 대한 훈련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2-4] ｢교도소강간 근절법｣의 교정직원 훈련

487) https://www.prearesourcecenter.org/about(최종접속일 2019. 6. 17.).

실시 된 적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e) 모든 고지는 기록된다. 

(f) 수형자가 기관에서 석방이 되면 기관이 이러

한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는 끝난다. 

§ 115.131 직원과 자원봉사자 훈련

 (Employee and volunteer training) 

(a) 기관은 수형자와 접촉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훈련시켜야 한다. 

(1) 성적학대와 성희롱에 대한 기관의 무관용 원칙 

(2) 원칙에 따른 그들의 책무를 이행하는 방법 

(3) 수형자가 성적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4) 수형자가 성적학대를 신고함에 따라 동료나 

직원들에게 보복당하지 않을 권리 

(5) 구금시설에서의 성적학대의 발생

(6) 성학대 피해자에 대한 대응 

(7) 성적학대의 증후를 감지하기 

(8) 수형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피하는 법 

(9) 게이, 레즈비언, 성전환자, 양성애자 등과 효과

적이고 전문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10) 성적학대를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과 관련된 법을 따르는 방법 

(b) 이러한 훈련이 수형자의 성별에 맞춰져야 한다

는 점, 기존의 접촉하던 수형자의 성별이 바뀌

는 상황이 오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c) 현재 직원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1년 이내에 

꼭 받아야 하며, 매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d) 해당 기관은 훈련을 잘 받고 이해했다는 문서

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 115.34 특화된 훈련: 조사

 (Specialized training: Investigations) 

(a) 일반적 교육과 함께 성적학대에 대한 자체 조

사를 위해 조사자는 특별 훈련을 받아야 한다. 

(b) 피해자 인터뷰, 미란다 고지, 증거수집, 행정조

치와 소송을 위해 필요한 기준들에 대한 훈련

을 받는다.

(c) 특별훈련을 받은 것에 대해 기록을 한다. 

(d) 관련 상급 기관은 조사자에게 특별훈련을 제공

해야 한다. 

§ 115.35 특별훈련: 의료와 정신건강 돌봄

(Specialized training: Medical and 

mental health care) 

(a) 의료처우와 정신건강 직원들은 모두 훈련을 받

아야 한다. 

(1) 성적학대와 성희롱의 징후를 진단하고 감지하

는 방법 

(2) 성적학대의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3) 성적학대와 성희롱의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전

문가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4) 성적학대와 성희롱을 신고할 대상을 알고 신고

하는 방법

(b) 법의학적 검사를 해야 하는 직원은 그러한 검

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적절한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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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는 ｢교도소강간 근절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주와 지방에 훈

련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연방 표준안에 맞는 선도적 연구와 도구개발을 위한 

단일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 프레아 리소스 센터(National PREA 

Resource Center)”가 설립되었다. 이에 본 센터는 표준안을 토대로 다양한 훈련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교정시설에 제공하고 있으며, 훈련 프로그램은 자금을 지원해주는 

“법무지원국(Bureau of Justice Assistance, BJA)”이 검토하고 승인한다.

PREA Resource Center(PRC)는 훈련과 기술적 지원의 개발을 위해 아래와 같이 

4단계를 개발하여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자 한다.

1. Targeted TTA

– 예정된 TTA 이벤트를 웹사이트에 공지하며 관심있는 사람들이 미리 등록. 

2. Request for Assistance (Field-initiated TTA)

– 기간별로 온라인 상에 요청하면 된다. 

3. Demonstration Sites 

– 2011년에 Bureau of Justice Assistance(BJA)는 18개 교도소에 자금을 지원해서 성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 “Zero Tolerance”에 기반한 문화를 조성토록 하였다. 2012년에도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BJA와 협력하여 센터는 코치를 각 교도소에 배치하여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모니터링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정보가 웹사이트 도서관

에 포스팅 되어 있다. 

4. PREA in Action

– 현재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내서 PREA in Action이라는 시리즈로 기록할 

예정이다.

2. 소수자 수용자 인권보장 강화 노력 

가. 유엔마약 및 범죄국의 ｢특별처우 수용자 핸드북｣

유엔마약 및 범죄국(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은 2009년에 �특별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에 관한 핸드북�(Handbook on Prisoners with Special Needs)

§ 115.32 자원봉사자와 계약자 교육

(Volunteer and contractor training) 

자원봉사자와 계약자도 동일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c) 이러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해야 한다. 

(d) 자원봉사자와 계약자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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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간했다.488)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집단으로 노인, 말기 암환자, 사형수, 외국인, 

인종적 소수집단, 장애인, LGBT(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489)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집단이 일반 수형자와는 다를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교정직원 교육, 차별금지, 배려, 정책수립, 외부 

전문 단체와의 협력 등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인 수용자(Prisoners with disabilities)와 관련해서는 차별금지, 장애인의 특별

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처우 정책 개발, 현재 관행 중에 장애인을 소외시키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 장애인 지원 단체의 자문을 받을 것 등이 제시되었다. 장애인 

지원에 대한 단점과 좋은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 각 

교도소에 장애인 수용자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장애인 수용자 처우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 장애와 관련된 휠체어나 지팡이를 소지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 교도소 배치 시 다른 수용자에 의한 학대와 괴롭힘 가능성을 고려할 것, 그들의 

특별한 필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교도소로 배치할 것, 헬스케어를 강화하고 교정시

설 내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외부 단체의 도움을 받을 것, 독방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 등이 제시되었다. 

성적 소수자인 LGBT 수용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젠더 정체성을 존중할 것, 외부 

전문 단체의 조언을 받을 것, 교정직원을 훈련시킬 것, 분류와 수용시설 배정 시 수용

자의 의견을 존중할 것, 그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용자와는 함께 수용시키지 

말 것, 트랜스젠더의 경우 의료적 조치를 취한 자와 받지 않은 자 등을 분류하여 

배려할 것, 외부접촉의 경우 결혼하지 않은 동성 커플 등을 고려하고, 부부 수용자 

방문인 conjugal visit에서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줘야 하며, 이들을 위한 특별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외부 단체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교도소 내에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시하였다.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반감으로 인해 받게 되는 성적인 

공격에 대해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알몸 수색을 임의적으로 불필요하게 

하지 말 것, 불가피하게 알몸 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어떤 

488) https://www.unodc.org/pdf/criminal_justice/Handbook_on_Prisoners_with_Special_Needs.

pdf(최종접속일 2019. 7. 3.).

489) 이른바 성적소수자라고 인식되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을 LGBT로 줄여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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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할지 결정할 것, 출소를 위해 외부단체의 도움을 받을 것 등이 제시되었다.

나. 임신 중인 수용자 처우 개선

임산부 수용자의 의료처우를 연구한 Brunson과 Sufrin(2019)은 미국 내 여성 수용

자의 75%가 가임 여성인 18~44세임에 주목하며 임산부 수용자의 의료처우의 열악함

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 강화를 주장하였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일반 여성에 

비해 여성 수용자는 질병, 장애, 인지결함, 정신장애, 약물중독 등 집중적인 의료적 

처우가 필요한 집단이며,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임산부의 건강, 태아의 건강, 출산 

후 임산부 회복, 더 나아가 여성 수용자의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임산부와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계구 사용이다. 미국의 조지아 주를 포함해 

24개 주에서는 임산부 수형자가 출산시 수갑, 쇠사슬, 족쇄 등의 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으며, 2018년 12월에 제정된 ｢First Step Act｣에서도 연방 교도소 

임산부 및 출산하는 여성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이 금지되었다.490)

수용 중인 임산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미네소타 주, 앨라배마 주, 워싱턴 

주 등에서 임산부 수형자에게 동료 혹은 외부의 훈련받은 출산 도우미인 듈라(doula) 

제도를 통한 1:1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워싱턴 주에서는 2016년에 ｢여성 수용자

를 위한 조산술과 듈라 서비스에 관한 법｣(Concerning midwifery and doula services 

for incarcerated women)이 제정되어 자격 있는 산파와 듈라가 주립 교정시설 내에서 

출산 전 케어를 제공하고, 출산 전 상담, 출산 시 돕는 것을 허락하였다.491)

또한 2018년 9월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492) ｢구류된 임산부 법｣(Pregnant Women in Custody Act: 

H.R.6805)은 임산부 수용자가 출산 전과 출산 후 지원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해당 법안의 4대 핵심 영역은 법무부 통계국인 BJS(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의 

임산부 관련 데이터 구축과 임산부와 태아 지원,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한 훈련과 

490)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8/12/05/673757680/federal-legislation-see

ks-ban-on-shackling-of-pregnant-inmates(최종접속일 2019. 9. 10).

491) https://app.leg.wa.gov/billsummary?BillNumber=2016&Year=2017(최종접속일 2019. 9. 3.).

492)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6805(최종접속일 201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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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규정 준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본 법은 아직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임산부 수용자 처우에 관한 표준화된 규정들이 의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성적 소수자 수용자 처우 개선

Meyer과 동료들(2019)은 성적 소수자인 이른바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수형자들의 구금율이 높고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학대와 

부당한 처우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493) 이러한 사실은 이미 많은 시민단체

(예를 들어, Just Detention International, ACLU, Amnesty International 등)들이 주장

해온 바로 LGBT 수형자가 교도소 내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는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이들을 안전상의 이유로 독방에 격리 구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성적 

소수자들은 학대에 더 노출되고 방임되거나 소외되기까지 한다.494)

앞서 소개된 유엔의 특별관리 수용자 집단 분류에서도 LGBT 수용자가 포함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영국, 캘리포니아 교정국, 

뉴욕 교정국 등도 동성 배우자의 수용자 방문인 conjugal visit을 허락하고 있다.495) 

미국의 경우에도 각 주 및 연방 교정국이 이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1) 미 국립 교정연구소(NIC)의 성적 소수자 정책 가이드(LGBTI Policy Guide) 

2015년 미 국립 교정연구소(NIC)는 �LGBT Policy guide: a critical companion�을 

발행하였다.496) 해당 연구소는 이 가이드를 통해서 성적 소수자 수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들에 대한 차별이 헌법, 민권법, PREA 등 법령에 대한 위반임을 

알리고 있다. 또한 성적소수자 수용자 처우를 격리 구금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들에 대한 의료처우, 법원판결 사례, PLEA 규정 등을 자세히 

493) https://williamsinstitute.law.ucla.edu/wp-content/uploads/Meyer_Final_Proofs.LGB_.In_.pdf

(최종접속일 2019. 9. 3.).

494) https://www.prisonpolicy.org/scans/thisisaprison.pdf(최종접속일 2019. 8. 30).

495) UNODC, Handbook on prisoners with special needs, 2009, p.277.

496) https://info.nicic.gov/sites/info.nicic.gov.lgbti/files/lgbti-policy-review-guide-2_0.pdf

(최종접속일 201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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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다. NIC는 각 교정시설이 LGBT 수용자에 대해 어떠한 처우를 하고 있는 

지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497) 자가진단은 

8개 영역이며, 각 영역에 8~10개 정도의 질문에 yes, no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8개 

영역은 비차별 정책(nondiscrimination policy), 입소와 위험성 진단 정책(intake and 

risk assessment policy), 분류 정책(classification policy), 트랜스젠더와 간성을 위한 

분류와 수용정책(classification and housing policies for transgender and intersex 

inmates), 존중적 의사소통 정책(respectful communication policy for inmates), 의료

와 정신건강 관리 정책(medical and mental health care policy for inmates), 사생활 

보호와 안전 정책(privacy and safety policy), 성적학대 정책(sexual abuse policy) 

등이다. 미 국립 교정연구소는 각 행형기관으로 하여금 이 체크리스트의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각 기관의 처우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각 영역의 질문의 예시이다.

･ 기관의 정책은 그들을 공정하게 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 기관은 입소 검사를 하는 직원에게 LGBTI를 인식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가?

･ 기관은 LGBTI를 분류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 기관은 수형자의 주거를 배정할 때 그 사람의 성기와 관련된 결정을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 기관은 직원이 LGBTI 수형자에게 존중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지시사항을 가지고 있는가?

･ 기관은 LGBTI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료직원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 기관은 LGBTI 수형자의 수색에 대한 정책이 있는가?

･ 기관은 LGBTI가 특히 성적 학대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 

2) ｢교도소강간 근절법｣상 성소수자(LGBTI) 보호 조항

성소수자들인 LGBT에 대한 교도소 내 높은 성폭력 위험은 PLEA 제정을 통해 예방

과 보호가 가능해졌다. 미 ｢교도소강간 근절법｣(PLEA)은 성소수자(LGBT)의 격리 구금

과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498) 

규정 Standards § 115.43—Protective custody

(a) 성폭력 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들은 만약 대안이 가능한지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497) https://info.nicic.gov/lgbti/node/5(최종접속일 2019. 9. 3.).

498) https://www.prearesourcecenter.org/about(최종접속일 201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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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면, 비자발적으로 격리구금되서는 안 된다. 만약 적절한 대안이 없다면 동의가 없어도 

안전을 위해 24시간 격리가 가능하다. 

(b) 격리된 수형자도 모든 프로그램과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c) 비자발적 격리에 대한 대안 문제는 30일 이내에 해결되어야 한다. 

규정 Standards § 115.42

(g) 기관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 수형자(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or intersex inmates)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표로 설치된 격리시설이 아니라면, 이들이 성소수

자라는 이유로 특별한 공간에 격리수용 되어서는 안된다. 

3)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 개선

가) 미 연방정부 차원의 노력

미 법무부는 2017년 1월에 트랜스젠더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트랜

스젠더 수용자 매뉴얼�(Transgender Offender Manual)을 개발하였으며, 2018년 5월

에는 새롭게 개정된 매뉴얼이 발표되었다.499) 매뉴얼의 목적은 트랜스젠더 수용자를 

식별하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수요자의 성에 따른 여성 

교도소와 남성 교도소 배치시 결정에 대해 기존의 것과는 다른 방식을 제시하여 논란

이 되고 있다. 기존에는 트랜스젠더 중역 심의회(Transgender Executive Council, 

TEC)가 수용자 당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성(identified gender)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

였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서는 트랜스젠더 중역 심의회(TEC)가 케이스 별로 결정하며, 

수용자가 인식하는 성별보다는 타고난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을 고려하며 수용

자의 건강과 안전, 행동 전력, 기관과 수용자의 보안을 고려한다. 즉, 수용자는 그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젠더에 따라 방이 배정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의료적 기록과 정신 

건강 기록에 의해 성전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증명될 때에만 교도관이 이를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수용자들이 자신이 인식하는 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이는 트랜스젠더 여성과 함께 수용된 여성 수용자들이 함께 

수용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소송을 벌인 사건이 고려된 것이다. 

트랜스젠더 수용자를 위해서 교정국의 Women and Special Populations Branch는 

호르몬 주사와 필요한 의료처우 지원, 직원훈련 등의 임무를 책임져야 한다. 교육훈련

499) https://www.bop.gov/policy/progstat/5200-04-cn-1.pdf(최종접속일 201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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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연례 교육 시 트랜스젠더 수용자를 대하는 특화된 훈련을 받아야 하며, 트랜스

젠더 수용자를 수용한 기관은 필요시 추가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나) 주정부 차원의 노력

마이애미 주 교정국은 2009년에 트랜스젠더 수용자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

다.500) 트랜스젠더 위원회(Transgender Committee, TC)가 해당 수용자의 거주 배치

를 결정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성전환자 수용자의 외성기(external genitalia)를 기준

으로 거주가 분류된다. 예를 들어,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가졌지만 남성 외성기를 

유지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수용자는 기본적으로 남성 수용자들과 생활하게 된다. 다

만 면담 과정에서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이전에 성적 괴롭힘이나 성폭력을 당했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러한 사실이 거주 배치에 고려된다. 트랜스젠

더 수용자들이 차별 없이 수용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젠더에 기반을 둔 

의류 지급, 동일한 외성기(the same external genitalia)를 가진 직원의 몸수색을 받을 

권리 보장, 호르몬 치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별히 직원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 교정 직원들은 교실 수업 또는 교육 워크북을 

통해 인식을 바꾸는 정보를 제공받으며 4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원봉사자 

또한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문화인식(cultureal awareness), 

피고용인 윤리(Employee ethics), ｢교도소강간 근절법｣(PLEA), 트랜스젠더 수용자 인

식 시 보고절차(procedures for reporting inmates identified as transgender), 젠더 

정체성 혼란의 징후(signs and symptoms of gender identity disorder) 등이다. 

구치소 업무를 관할하는 셰리프 부서(Sheriff Department)들은 트랜스젠더 수용자

들이 입소할 경우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다.501) 덴버 셰리프 부서는 2012년부

터 부서 명령을 통해 수용자가 트랜스젠더라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502)

500) https://www.prearesourcecenter.org/sites/default/files/library/miamidadelgbti.pdf(최종접

속일 2019. 9. 17.).

501) http://www.transequality.org/sites/default/files/docs/resources/JailPrisons_Resource_FINAL.pdf

(최종접속일 2019. 9. 17.).

502) https://www.denverpost.com/2015/06/27/denver-jail-transgender-policy-a-national-model/

(최종접속일 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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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자신이 밝히도록 하거나, 의료직원이 이를 파악한다. 

▪ 임시 거주: 행정적 분리는 할 수 있지만, 7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 

▪ 배치: 수형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분류와 배치가 결정되어야 한다. 가능하

다면 개인 샤워, 개인 방을 제공한다. 같은 상황의 트랜스젠더와 함께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메인 주의 컴벌랜드 카운티 셰리프 부서에서는 이미 2009년부터 트랜스젠더에 대하여 

그들의 안전과 보안 필요성에 따라 분류되는 정책을 수립하였으며,503) DC(District of 

Columbia) 구치소에서도 2009년부터 트랜스젠더 위원회는 수용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들의 젠더 인식과 안전에 따라 배치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504)

라. 장애인 수용자 처우 개선

1) 호주 교정국의 장애인 수용자 지원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교정국은 장애를 가진 수용자의 추가적인 필요지원을 담당하

고자 “전국 장애인 서비스(Statewide Disability Services, SDS)”국을 운영하고 있

다.505) SDS국은 다분야 전문가 팀으로 구성되며 교정시설이나 지역사회 교정에 있는 

장애인 범죄자를 지원한다. SDS 지원을 받는 수형자는 지적장애나 낮은 인지기능, 

뇌 손상, 자폐, 치매, 시각과 청각손상, 신체장애, 약한 노인 등이다. SDS가 지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평가, 행동관리, 프로그램 촉진

▪ 장애수형자를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지원, 조언, 컨설팅

▪ 정책과 절차를 통해 장애 수형자가 충분한 처우를 받는지에 대한 검토

▪ 장애 수형자에 대한 배치, 일상관리, 프로그램, 교도작업에 대한 조언과 지원

▪ 장애수형자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조언을 통해 수형자의 행동 지원

▪ 직원 훈련

503) https://www.cumberlandso.org/DocumentCenter/View/4455/A-144-Prevention-of-Sexual-

Abuse-Sexual-Harassment-and-Sexual-Misconduct-of-Inmates-PREA?bidId=(최종접속일 2

019. 6. 17.). 

504) https://doc.dc.gov/sites/default/files/dc/sites/doc/publication/attachments/PP%204020.3F%

20Gender%20Classification%20and%20Housing%2001-18-2018.pdf(최종접속일 2019. 9. 18).

505) https://www.correctiveservices.justice.nsw.gov.au/Pages/CorrectiveServices/programs/stat

ewide-disability-services/statewide-disability-services.aspx(최종접속일 201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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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수형자를 위한 보조 도구 지원

▪ 장애인 수형자 출소 지원 

장애인 수형자를 위해 교도소는 세 개의 “추가적 지원 유닛(Additional Support 

Units, ASU)”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유닛의 운영에 대해서 SDS에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다. 인지기능 손상이 있는 수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에 세 개의 추가적 

지원 유닛(ASU)이 있으며, 수형자들은 이 유닛에 거주하면서 수용자들의 장애에 대한 

심도 깊은 진단, 범죄행동 개선 프로그램 참여, 교육과 취업 능력향상 교육, 고용기회, 

사례관리와 석방 전 계획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각 유닛은 22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수형자의 진전 상황에 따라 일반 교도소로도 이송이 가능하다. 여성 수형자를 

위한 추가적 지원 유닛은 없지만, SDS는 그들이 적합한 처우를 받는지를 관리하고 

있다. SDA 배치 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열고 지원을 받을 적정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대상 수형자는 교정시설 내부에서 회부되기도 하지만, 외부의 가족이나 단체에

서 대상 수형자를 회부하기도 한다. 수용시설의 규모가 제한적이라서 일상적 생활이 

불가능할 때, 추가적 도움이 필요할 때만 유닛에 배치될 수 있다. 

호주 인권위원회는 홈페이지 상에 장애인 수형자가 받을 수 있는 교정에서의 처우

를 제시하고 있다.506) 호주 인권위원회는 2014년에 �법 앞에서의 평등: 장애인 정의 

전략을 향해�(Equal before the law: Towards disability justice strategies) 보고서를 

발행하여 형사사법 시스템에 연루된 장애인의 어려움을 파악한 바 있으며, 홈페이지 

상에 경찰-법원-교정 단계에서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교정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수형자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후천적 뇌손상 프로그램(Acquired Brain Injury Program) : 빅토리아 교정국은 뇌손상 의료진

의 후천적 뇌손상을 가진 수형자 파악을 돕기 위해 스크리닝을 실시

▪ ACSO(VIC) : 빅토리아 교도소에서는 인지능력 손상 수형자를 지원하기 위한 석방 전･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Community Justice Program, NSW Department of Ageing, Disability and Home Care(NSW) 

: 관련 부서가 출소하는 지적장애 수형자를 지원 

▪ Community Treatment Team, Corrections Victoria(VIC) : 양형 이후 장애 범죄자의 처우와 

506) https://www.humanrights.gov.au/our-work/disability-rights/programs-and-services-assist-

people-disability-criminal-justice-system(최종접속일 201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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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담당 

▪ Disability Pathways Program : 빅토리아 교도소의 전문 의료진은 장애 수형자를 위한 범죄관

련 치료 프로그램 제공

▪ Governor’s Disciplinary Hearing program : 빅토리아 교정국은 장애 수형자가 징계위원회에 

출두할 경우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원을 제공 

▪ Inclusion Sexual Offending Program : 퀸즐랜드 교정국은 인지능력 손상 및 낮은 지적기능을 

가진 성범죄 수형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

▪ Inside Access : 빅토리아 교정국은 Mental Health Legal Centre Inc의 도움을 받아 정신질환

을 가진 수형자의 출소 과정을 지원

▪ Legal and Social Awareness Program : 웨스턴 호주 교정국은 지적장애 수형자를 위한 법적ㆍ

사회적 인식 프로그램을 제공

▪ Mentoring program : 빅토리아 교정국은 동료수형자를 선발하고 훈련해서 장애인 수형자의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 Multiple and Complex Needs Initiative : 빅토리아 교정국은 다양하고 복잡한 장애를 가진 

수형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 Sex Offenders Treatment Program : 웨스턴 호주 교정국은 지적장애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

▪ Sexual Behaviour Clinic : 사우스 호주 교정국 역시 지적장애 성범죄자 대상 클리닉을 운영

▪ Supported Prison Pathway : 빅토리아 교정국은 인지기능이 손상된 수형자를 지원

2) 뉴질랜드 교정국의 장애인 수형자 지원

뉴질랜드 교정국의 홈페이지 상에는 장애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명시하고 있다.507) 

장애 수형자의 경우에는 “Prisoners with Physical Disabilities”로 표현하여 이들의 

신체장애를 언급하고 있다. 이들 수형자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받았던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지역의 “장애인 지원 지역 건강 

위원회(District Health Board disability and support services)”가 부담한다. 장애 수

형자가 입소하면, 그들의 관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다. 그들의 분류에 있어서는 다른 

수형자와 어떻게 교류할지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휠체어와 같은 지원 장비도 제공되

며 장애를 가진 수형자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 된 셀(cell)이 있는 교도소도 있다. 

3) 미 법무부의 장애인 법 수형자 규정

1990년 제정된 ｢미국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교도소와 구

507) https://www.corrections.govt.nz/working_with_offenders/prison_sentences/being_in_prison

/health_care(최종접속일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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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 및 교정시설은 장애인에게 타당한 시설을 제공하고 서비스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정시설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은 장애인 수형자들이 법정 소송을 통해 권리를 

인정받고자 하고 있다.508) 1998년 대법원이 Pennsylvania Dep’t of Corrections v. 

Yeskey, 524 U.S. 206 (1998)에서 장애인 법 규정이 교정시설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한 예이다.509)

2009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서명을 하여 정신지체를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치료와 

복지를 확대해야 하며, 구금된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에 대한 의무가 확대되

었다. 장애인 수형자와 관련된 협약을 살펴보면, 협약 5조에 따라 타당한 주거시설 

제공이 교도소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15조는 고문과 처벌로부터의 자유, 16조는 폭력

과 학대로부터 보호, 17조는 신체적 정신적 존엄성 보존 등이다. 따라서 정신 장애인

(mental disabilities) 수용자를 독방에 가두는 것은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다. 

미 법무부는 2010년에 ｢미국 장애인 법(ADA) 수형자 규정｣(prison and 

jail-specific ADA regulations in 2010. 28 C.F.R. § 35.152)을 제정하여 장애인 수형자

들의 필요에 부합되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510)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지어지는 새로운 교정시설은 ADA 표준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셀의 최소 3%는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어져야 하며 각 경비등급별 교도소마다 갖추어야 한

다, 셀의 최소 2%에는 청각장애자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장비가 있어야 한다, 

의료처우 공간의 시설과 장비는 ADA 표준 규격을 따라야 한다, 모든 장애인 수형자는 

차별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 수형자를 그들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곳에 수용토록 해야 한다, 장애인 수형자 처우와 관리에 대해 교정직원을 

교육시켜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에는 �장애인 수형자 관리� 지침서를 

통해 모든 연방 교정국이 미국 장애인법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는 지원과 

시설을 운영할 것을 명시하였다.

508) https://www.vice.com/en_us/article/evayea/prisons-basically-ignore-the-americans-with-

disabilities-act(최종접속일 2019. 9. 10.). 

509)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24/206/(최종접속일 2019. 9. 10.). 

510) https://adata.org/factsheet/corrections(최종접속일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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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학습장애 수형자 지원

영국 교정국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수용자에게 특별 도움과 지원(Special help 

and support)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는 약물 및 알코올 중독자, HIV, AIDS, 

장애인, 학습장애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511)

또한 영국 교정국은 특히 IQ가 70 이하인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ies) 수형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에 비영리 단체인 Prison Reform Trust는 �Identifying 

and supporting prisoners with learning difficulties and learning disabilities: the views 

of prison staff�를 발행하며 학습장애 수형자에 대한 교도관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서 

학습장애 수형자의 지원을 강조하였다.512)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범죄자의 20~30%가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513)에 주목하여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교도소에 학습장애 수형자를 선별하거나 그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으며, 그들은 괴롭힘의 대상이 되며, 일상생활이나 규칙 준수

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영국 교정은 학습장애 수형자를 선별해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영국 보건복지부 Health And Justice 팀은 학습장애 수형자 처우에 대한 

의료진 위한 가이드 북인 �Equal Access, Equal Care Guidance for Prison Healthcare 

Staff treating Pati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을 발행하였다.514) IQ 70 이하의 

학습장애 지원자는 ｢The Care Act｣(2014)에 따라 지원을 받으므로 이를 담당한 지역

의 공무원과 협력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영국 내 몇 군데 교도소는 이미 학습장애 

담당 간호사와 전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전문가들은 학습장애 수형자 관리

와 지원 및 교정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습장애 전문지원인력제도는 

필요성 인식의 부족으로 영국 내 다른 교도소로 확대되지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511) https://www.gov.uk/life-in-prison/healthcare-in-prison(최종접속일 2019. 9. 10.). 

512) http://www.ohrn.nhs.uk/resource/policy/NoOneKnowPrisonStaff.pdf(최종접속일 2019. 9. 10.).

513) N. Loucks, No One Knows: Offenders with Learning Difficulties and Learning Disabilities, 

Review of prevalence and associated needs, London: Prison Reform Trust, 2006, p.24. 

514) https://www.england.nhs.uk/commissioning/wp-content/uploads/sites/12/2015/08/equal-

access-equal-care-guidance-patients-ld.pdf(최종접속일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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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맞춤형 Health Action Plan(HAP)을 개발할 것

▪ ‘환자 여권(Patient Passport)’을 개발할 것: 환자 여권은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의 매일 필요한 주된 건강 진단, 복용하는 약물, 알레르기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를 의료직원이 참조하여 해당 환자를 빨리 이해하고, 

이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며, 해당 장애인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치료가 이루어지면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 건강부(The Department of Health)

는 최근에 환자 여권의 양식을 디자인했으며 몇몇 교도소는 자신들 만의 여권을 개발했다. 

▪ 학습장애 수형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회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쉬운 말과 그림을 함께 사용하

는 “Easy Read”를 사용할 것. [그림 7-2-1]과 같이 설명의 예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그림은 

“당신은 건강 부서에서 간호사와의 진료예약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헤파티스 백신

을 위한 것입니다”의 예시이다. 두 번째 그림은 “예약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1:20분 입니다”의 

예시이다.

▪ 지역사회의 Community Learning Disabilities Teams(CLDTs)와 협력하여 건강관리, 출소 

준비를 할 것

[그림 7-2-1] 영국 학습장애 수형자를 위한 “Easy Read” (예시)

출처: https://www.england.nhs.uk/commissioning/wp-content/uploads/sites/12/2015/08/equal

-access-equal-care-guidance-patients-ld.pdf(최종접속일 201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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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Gartree 교도소에는 학습장애 수형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515) 본 교도소

는 1965년 가장 낮은 경비등급인 C 등급으로 문을 열었지만, 1992년에 한 단계 높은 

B 등급으로 전환되었다. 1997년에 무기징역수의 증가로 무기징역 수형자 수용기관이 

되었다. 이곳에 배치된 수형자들은 처음 몇 주 동안에는 혼거실에 있다가 이후 독거실

로 옮겨지며, 2012년 현재 707명을 수용하고 있다. 이 교도소는 수형자를 위한 프로그

램에 학습장애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TC+(Therapeutic Community 플러스) 프로그램으로서, 학습장애를 가진 수

형자를 위한 치료적 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이다. 본 교도소가 일반 수형자

를 위한 치료적 공동체 외에 별도로 학습장애 수형자 치료적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IQ 80 이하의 수형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범죄관련 위험성과 관련 성격, 

심리적 문제 등을 다룬다. 학습장애 수형자 23명이 함께 거주하며 치료적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3. 수용자 지원 단체의 활동 및 민관협력을 통한 행형제도 개선 노력

수형자의 인권은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해 개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형자들이 교도소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각 사회에서 수형자의 인권을 이슈화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국회가 관련 입법

을 하고 관련 국가 기관이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압력단체의 역할도 수행하였으며, 

조사와 연구를 통한 보고서도 발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다. 수형자와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도 있지만, 장애인, LGBT 등의 옹호 

단체는 교도소 내 해당 수형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가. 국제 형사개혁위원회(Penal Reform International)

형벌과 형사사법의 시스템의 개혁을 목표로 1989년 영국에서 설립된 ‘국제형사개

혁위원회(Penal Reform International, PRI)’는 국제적인 비영리 민간단체이다.516) 중

515) http://www.justice.gov.uk/contacts/prison-finder/gartree(최종접속일 2019. 9. 10.). 

516) https://www.penalreform.org/(최종접속일 2019.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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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지부를 두고 해당 지역의 형사사법 개선과 교정

환경 개선을 위해 일하고 있다. 

비구금 대안 활용을 통한 불필요한 구금 감소, 교도소 환경 개선, 고문과 부당한 

처우 예방,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아동친화적 형사사법 시스템, 여성 수형

자에 대한 젠더 감수성 있는 대응, 사형폐지와 인도적인 대안적 제재 도입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고서 발행, 툴킷/가이드라인 개발, 캠페인, 법안 제안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에는 보고서 �Balancing security and dignity in prisons: 

a framework for preventive monitoring�을 출판하였다.517) 출판 목적은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s(NPMs) 등의 영국 모니터링 기관들이 교도소를 방문해서 조

사를 할 때 보안과 존엄성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모니터링 단체들에게 

분석적 체계(analytical framework)를 제시하여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돕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도소 내의 존엄성과 안전성에 대한 개념과 이들 사이의 관계성을 이해하

고, 구금된 범죄자는 위험하고 폭력적이라는 가정은 지나치게 교도소 안전에만 초점

을 두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교도소 안전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수형자의 존엄성

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였다. 

본 단체는 매년 �세계 교도소 동향�(Global Prison Trends)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

고 있는데, 범죄율, 구금률, 사형, 양형, 무기징역, 수형자 숫자(여성, 아동ㆍ청소년, 

외국인, 노인, LGBT), 교도소 관리 등에 대한 세계적인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다. 매년 

특별 이슈를 다루는데, 2019년에는 수형자 건강에 대한 분석과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나. 미국 사례

1) Pace 대학 법대 도서관

Pace 대학 법대 도서관(Law Library) 홈페이지에서는 29개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518) 29개 주제 가운데 하나인 형법과 형사소송법(criminal law 

517) https://cdn.penalreform.org/wp-content/uploads/2013/11/security-dignity-v8-final_for-web.

pdf(최종접속일 2019. 9. 12.).

518) https://libraryguides.law.pace.edu/c.php?g=319375&p=2134160(최종접속일 2019.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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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dure) 하에서 수형자 권리는 가정폭력법, 국제 형법 등 8개 주제 가운데 하나

이다. 연방법, 주법, 교도소 통계, 수형자 권리 지원 기관, 수형자 권리 관련 책, 논문, 

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 미리엄 병원 수형자 건강과 인권 센터(Center for Prisoner Health and Human 

Rights)

Center for Prisoner Health and Human Rights는 로드아일랜드 주의 미리엄 병원

에 2005년에 설립된 센터이다.519) 본 센터는 미리엄 병원과 브라운 대학 의대가 협력

하고 있으며, 미리엄 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실행하는 혁신적인 교정시설 건강 연구와 

프로그램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하고자 세워졌으며, 교육, 지원, 연구를 통해 교도소 

수형자의 인권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도소 수형자의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실행하고 있다. 교도소는 물론 지역사

회 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본 센터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로는 출소 예정자들 

중 만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수형자 지원을 위한 “Providence Transitions Clinic”, 

미 국립교정연구소 NIC의 자금지원을 받아 LGBT 수형자 처우에 관한 보고서 발행, 

2016년 브라운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공중보건과 수형자 의료 처우 과목 개설 및 

진행, 공중보건 대학을 위한 수형자 건강에 관한 동영상 강의 개발, 로드아일랜드 

교정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실시, 

“Lifespan/Brown Criminal Justice Research Training Program(CJRT)”을 통한 의사

와 과학자들의 수형자 건강에 대한 연구 지원 등이 있다.

3) 시민자유연대 ACLU

미국 내 수형자 인권 보장과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자유연

대(ALCU)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표로 설립이 

되었다.520) ACLU는 캠페인, 법안 제안, 보고서 작성, 위헌 소송, 법정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ACLU가 다루는 주제는 이민, 

519) https://www.prisonerhealth.org/resources-for-prisoners-families-and-advocates/resources

-by-state/(최종접속일 2019. 9. 12.).

520) https://www.aclu.org/(최종접속일 2019.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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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재생산 권리, 형사사법, 보안과 사생활, 투표권, 장애인, 사형, 언론의 자유, 

HIV, 인권, 소년사법, 국가안보, 수형자 권리, 인종 정의, 종교적 자유, 스마트 정의, 

여성의 권리 등이다. 

수형자 권리 분야에서는 현재 의료처우, 정신병 처우, 독방구금, 여성 수형자, 교도

소 내 수형자들의 권리,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 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1972년 

변호사인 앨빈 브론스타인이 시작한 “국가 교도소 프로젝트(National Prison Project)”

를 통해 수형자의 인권을 보장을 위한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고 법과 제도 개선을 

주도했다. 

Know Your Rights 시리즈에서는 수정헌법 제8조에 의거해 의료처우, 치과처우, 

정신건강 처우를 받을 원리를 명시했으며521) 트랜스젠더522) 수형자를 위한 기자회견 

실시, 2016년 장애인 수형자 독방 구금에 대한 기자 브리핑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형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523)

4) LGBT 수형자 지원단체

LGBT 옹호단체들도 교도소 내의 수형자 LGBT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보호

와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National Center for Lesbian Right524)는 캘리포니아 교정

국이 LGBT 수형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옹호단체

인 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는 2012년과 2018년에 �STANDING 

WITH LGBT PRISONERS: An Advocate’s Guide to Ending Abuse and Combating 

Imprisonment�라는 LGBT 수형자 처우에 관한 툴킷(toolkit)을 발행하였다.525) 이 툴

킷(toolkit)은 LGBT들은 좀 더 법을 위반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청소년과 트랜스젠

521) https://www.aclu.org/other/know-your-rights-medical-dental-and-mental-health-care-0?

redirect=prisoners-rights/know-your-rights-medical-dental-and-mental-health-care-0

(최종접속일 2019. 9. 12.).

522) https://www.aclu.org/blog/lgbt-rights/criminal-justice-reform-lgbt-people/transgender-

prisoners-face-sexual-assault-and(최종접속일 2019. 9. 12.).

523) https://www.aclu.org/blog/prisoners-rights/solitary-confinement/prisoners-physical-disab

ilities-are-forgotten-and(최종접속일 2019. 9. 17.).

524) http://www.nclrights.org/cases-and-policy/policy-and-legislation/policy-lgbt-prisoners/

(최종접속일 2019. 9. 17.).

525) http://www.transequality.org/sites/default/files/docs/resources/JailPrisons_Resource_FINAL.

pdf(최종접속일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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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가 사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에서도 위험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위한 좀 더 정당하고 인도주의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할 관련 기관과 일하는 사람

들을 위한 정보를 담고 있다. 

수형자 권리 옹호단체인 Justice Detention International,526) Prison Policy Initiative, 

Irish Penal Reform Trust527) 등도 LGBT 수형자의 권리를 이슈화하고 홈페이지 상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528)

5) 장애인 수형자 지원단체

Center for American Progress(CAP)는 2016년에 장애인 수형자 처우에 대한 보고

서 �Disabled Behind Bars The Mass Incarcer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merica’s Jails and Prisons�을 발행하고 법무부 안에 장애인 사무국을 설치할 것, 

직원들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것,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할 것, 출소 

후 장애인 수형자 연계지원을 실시할 것, 장애인 수형자도 동등한 처우를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529) 

정신질환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NAMI)도 정신

질환 수형자에 대한 지원과 구금 감소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530) 교정시설에 정신질환 

범죄자를 구금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캠페인인 “Stepping Up Initiative”, 

교정시설과 경찰서의 정신질환자를 식별하고 지원하는 “Crisis Intervention 

Team(CIT)”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수형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에 위치한 비영리 법률회사인 Prison Law Office는 수형자들

의 인권신장을 위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상당수의 사건을 성공적인 판결로 

이끌었다.531) 구치소 및 교도소 환경, 장애우 권리, 과도한 폭력 사용, 소년사법, 무기

526) https://justdetention.org/what-we-do/lgbt-safety/(최종접속일 2019. 9. 10.).

527) https://www.iprt.ie/site/assets/files/6369/iprt_out_on_the_inside_2016_embargo_to_1030_

feb_02_2016.pdf(최종접속일 2019. 9. 10.).

528) https://www.prisonpolicy.org/research/lgbt/(최종접속일 2019. 9. 10.).

529) https://cdn.americanprogress.org/wp-content/uploads/2016/07/15103130/CriminalJustice

Disability-report.pdf(최종접속일 2019. 9. 10.).

530) https://www.nami.org/learn-more/public-policy/jailing-people-with-mental-illness(최종접

속일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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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수, 의료처우 및 정신건강 치료, 가석방자 권리, 교도소 과밀 등 수형자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소송을 지원하여 수형자의 인권신장에 기여를 하였다. 

이 외에도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Human Right Watch,532) Amnesty International도 

수형자 인권을 위한 캠페인 및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4. 진정･청원 남용에 대한 효과적 대처 노력

교정시설 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수용자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문제제기가 접수되었을 경우 실제 조사로 이어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6조, ｢유럽

교정시설규칙｣ 제70조 등 국제규칙은 수용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청원과 불복제도를 

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533) 국제규칙 외에도 각 국가는 관련 법과 규정에서 

수용자가 문제제기를 하고 관련 당국은 이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을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국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 인권(Human right)이나 수형자 권리

(Prisoner right) 침해, 즉 “인권”이라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좀 더 포괄적

인 범위를 포함하는 수용자의 “불만(grievance 혹은 complai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여, 수용자의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수용자가 직면하는 각종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미국의 수형자 “불만처리” 절차와 조사, 구제와 관련된 입법과 시스템, 미국과 영국의 

수용자 진정과 청원 남용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였다. 

가. 미국의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 개관

1) 연방 교정시설에서의 권리구제

연방 교정국(Federal Bureau of Prisons)이 수용자에게 배포하는 �수용자 정보 핸드

531) http://prisonlaw.com/major-cases/(최종접속일 2019. 9. 10.). 

532) https://www.hrw.org/(최종접속일 2019. 9. 10.). 

533) 최영신･이승호･윤옥경･금용명,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III) –교정처우

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3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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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Inmate Information Handbook Federal Bureau of Prisons)은 신입 수형자를 

위한 수형생활 전반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534) 이 핸드북은 규정 및 규칙,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되는 서비스, 석방, 가석방 등 자신의 권리(right)와 책임

(responsibility)을 명시하고 있다. 수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및 불만 해결(Problem/Grievance Resolution)”에 설명되어 있다. 

우선 수용자는 비공식적 절차로서 거주 유닛 교도관이나 유닛 카운슬러에게 

“BP-Admin-70(Cop-Out)” 서식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서식을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다. 문제가 심각하면 바로 지역 디렉터에게 접수가능하다. 해결이 비공식적으로 

되지 않으면, 유닛 카운슬러는 72시간 내에 공식적인 절차 서류인 행정구제 절차인 

“BP-229(BP-9)”를 발급하고 Legal Office에 전달된다. 공식절차 서류인 “BP-229”는 

사건발생 20일 내에 반드시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된 이후 20일 이내에 문서로 된 

답변을 수형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수용자는 지역 감독관

(Regional Director)에게 항소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답변 후 20일 이내에 

“BP-230(BP-10)” 서식으로 작성되고 이전에 처음 작성한 서류와 함께 지역사무소로 

접수된다. 접수된 불만은 30일 이내에 답변되어야 하지만 30일 더 연장 가능하다. 

이것도 만족스럽지 못하면 수용자는 유닛 카운슬러에게 서식을 받아서 연방 교정국 

중앙사무소에 “BP-231(BP-11)” 서식으로 항소할 수 있다. 연방 교정국 중앙사무소는 

접수 후 40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이 또한 만족스럽지 못하면 수용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2) 주(州) 교정시설에서의 권리구제

미국의 각주 교정 당국은 독자적으로 수용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텍사스 주, 알래스카 주, 플로리다 주를 살펴본다.

가) 텍사스 주

텍사스 주는 “형사사법 부(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에서 교정을 관할한

다.535) 해당 부서의 홈페이지 상에 명시된 수용자의 불만제기는 “수형자 불만 프로그램

534) https://www.bop.gov/locations/institutions/tal/TAL_aohandbook.pdf(최종접속일 2019. 6. 20.).

535) https://www.tdcj.texas.gov/(최종접속일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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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nder Grievance Program)”과 “형사사법부 옴부즈맨 프로그램(TDCJ Ombudsman 

Program)”을 통해 가능하다. 수용자는 “수용자 불만 프로그램(Offender Grievance 

Program)”을 통해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제기 절차를 밟는 방법은 

생활관, 도서관, 자주 다니는 곳, 복도, 식당에 게시되며, 서식과 절차 등에 대한 안내

는 각 생활실 담당 직원이나 도서관 직원에게 받을 수 있다. 불만제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각 유닛의 불만조사 담당관(Unit Grievance Investigator)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수용자가 작성한 서식은 유닛의 불만조사 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수용자는 

제기한 불만에 대해 서면 답변을 받게 되는데, 만약 불복 시에는 중앙행정직원에게 

항소가 가능하다. 직원은 수형자의 불만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행정가를 위한 관리 툴을 제공한다.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주변으로부터 겪는 희롱과 보복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수용자는 제3자를 통해 “형사사법부 옴부즈맨 프로그램(TDCJ Ombudsman 

Program)”을 통해 불만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본 프로그램은 Section 493.016 of 

the Texas Government Code에 의거해서 외부의 관련된 사람들로부터의 조사문의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당 프로그램은 선출된 공무원들과 시민들로 구성된다. 옴부

즈맨이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영어와 스페인어 2개 국어로 서비스

가 제공된다.

▪ 시민과 교정국의 연결

▪ 기관 정책, 절차, 조치에 관한 질문에 정보제공

▪ 특정 수형자에 대한 질문에 대답

▪ 문제 해결 중재 

▪ 적절한 회부 

▪ 특별한 이익집단을 위한 정보소스와 접촉점으로 활동 

▪ 상급기관이 할 수 있는 결정은 못함

▪ 교정국 외부의 것은 다루지 않음 

또한 텍사스 교정국은 불만제기 프로그램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시민, 직원, 수형

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명제 하에 이러한 정보를 담은 팸플릿을 제작하여 수용자

와 가족들에게 배포하였다. 이 팸플릿은 내 가족 구성원이 유닛에서 문제를 겪는다면, 

유닛 행정직원에게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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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지원 매니저에게 의견을 제시할 것 등을 명시하여 수용자의 불만과 문제해결에 

있어서 외부에 있는 가족, 친구, 단체의 참여를 가능케 하였다. 

텍사스 교정국 역시 PREA 실행기관으로서 성적학대 문제를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해 Section 501.172 of the Texas Government Code에 의거해 the Prison Rape 

Elimination Act(PREA) Ombudsman을 설치하였다. 옴부즈맨은 기관의 노력을 코디

네이팅 하고, 성적학대 사건에 대한 행정조사를 하거나 검토하는 독립기관이며, 시민, 

직원, 수형자가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컨텍 포인트 역할을 한다. 

Texas Board of Criminal Justice가 옴부즈맨을 지정하고 의장에게 직접 보고를 

한다. PREA 옴부즈맨의 의무로는 기관의 노력에 대한 모니터링, 기관의 정책과 절차

가 연방법과 주법에 일치되는지를 확인, 기관에서 발생하는 성적학대 사건과 관련된 

대중의 질문에 대한 대응 등이다. 성적 학대사건 신고를 위해서는, 수형자 가족과 

친구, 대중은 성적학대 사건을 PREA 옴부즈맨 오피스나 교정국 옴부즈맨 오피스에 

신고하는 것이 장려된다. 접수된 사건은 모두 Office of Inspector General에 회부되고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나) 알래스카 주

알래스카 주는 �수용자 핸드북�(Inmate Handbook) 상에 수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시하였다.536) “수용자 불만(Prisoner Grievances)” 항목을 살펴보면 �수용자 

핸드북� 상에 명시된 교정국의 규정, 법령, 절차에 위반되는 사례에 대해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다. 

불만제기 절차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응급 불만을 제외하고, 모든 불만과 항소

는 하우징 유닛 내의 봉인된 박스 안에 넣는다. 

Step 1. 수용자는 “면접 요청(Form # 808.11)”을 통해 비공식적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 

Step 2. 수용자는 “Form # 808.03C”를 작성해서 시설의 불만 코디네이터(Grievance Coordinator, 

GC)에게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게 된다. 불만 코디네이터가 접수된 불만을 

536) https://www.acluak.org/sites/default/files/field_documents/prisoners_rights_guide_complete.

pdf(최종접속일 2019.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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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조사관을 배정한다. 조사관을 배정하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Step 3. 조사를 끝낸 후 교정국은 수용자에게 서면으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된다. 결정에 

항소하고자 하면 수용자는 2일 내에 “Form # 808.03D”을 제출한다. 

Step 4. 수용자는 교정국으로부터 또다시 서면 결정을 받게되고,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정국 “불만과 승낙 행정관”에게 30일 이내에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 단계의 결정도 

불만족스럽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다) 플로리다 주

플로리다 주에서는 Florida Administrative Code에 의거해서 수용자의 불만을 접수

하고 처리할 수 있다.537) 수용자 입소센터에서 실시하는 신입 수용자 교육에서 사용되

는 �수용자 오리엔테이션 핸드북�(Inmate Orientation Handbook)은 수용자가 지켜

야할 규칙과 의무, 권리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핸드북에 명시된 “불만제기

(Grievances)” 절차 역시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처리되는 비공식 절차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공식절차로 나뉘게 된다. 

긴급상황인 경우 “위기대응 센터(Emergency Action Center)”로 전자서식이 작성되

고 제출되면, 해당 사건은 “Office of Inspector General’s”에 접수된다. “Office of 

Inspector General’s”는 형사법적, 행정적 위반을 조사하는 교정국 내 기관으로서 신

체학대, 과도한 권력 사용, 내부고발, 시설 내 범죄, 성적 학대, 직원의 부당행위, 

사망사건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플로리다 교정국은 PREA를 실행하는 기관이다. 플로리다 교정국은 코디네이

터와 지원 직원을 배치하여 각 교정시설이 해당 규정의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실행하

고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성적 학대를 당한 본인 혹은 제3자는 가해 혹은 피해를 

직원에게 알리거나, 시설 곳곳에 게시된 포스터에 적힌 무료전화번호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전화내용은 비밀이며 피해자 지원도 요청가능하다. 

537) http://www.dc.state.fl.us/(최종접속일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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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정･청원 남용에 대한 제한 제도

미국 내 수용자들은 불만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해 교정시

설, 직원, 수용자 등에 대해 ｢민권법｣ 위반(Violation of Civil Rights)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교정직원은 반드시 수형자에게 법원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538) 그러나 수용자들이 무조건적으로 법원에 모든 사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62년 구금의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래로 수용자들의 수많은 소송이 이어지

자, 1997년 ｢수용자 소송 개혁 법｣(The Prison Litigation Reform Act, PLRA)이 제정

되면서 법원으로의 소송을 제한하게 되었다.539) 즉, 수용자들에게 주어진 교정시설과 

해당 교정국 내에서 행정적 구제와 같은 제도들이 소진될 때까지 교도소 상황

(condition)에 대한 수형자로부터의 소송이 제기될 수 없도록 하였다. 행정적 구제

(Administrative remedies)는 “불만처리절차(grievance procedures)”라고도 알려져 있

으며,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충분히 한 후에 법원에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또 “삼진 아웃 규칙(three strikes rule)”은 만약 수용자가 구금된 동안에 제기

한 소송의 내용이 하찮거나 악의적이고 어떤 구제가 주어져야 하는지를 주장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기각된 경우가 3번이 이상이 있었다면, 수용자의 즉각적인 위험이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 아닐 경우 해당 수용자가 연방법원에 민사적 소송이나 항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540)

결론적으로, 수용자들은 불만사항에 대해 교정시설과 해당 교정국에서 제시하는 

모든 행정구제를 청원할 수 있으며, 이 모든 행정구제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법원에 시민권리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네소타 주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2015년에 �수용자 시민권리 연방 소송 가이드북�

(Prisoner Civil Right Federal Litigation Guidebook)541)을 개발하여 시민권리를 주장

하고자 하는 수용자들을 돕고자 하였다. 가이드북에서는 수용자들이 헌법과 주 법을 

토대로 자신이 수용된 교도소 환경이나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소송을 통해 개선을 

538) D. Borchardt, “The Iron Curtain Redrawn between Prisoners and the Constitution,” p.500.

539) D. Borchardt, “The Iron Curtain Redrawn between Prisoners and the Constitution,” p.503.

540) D. Borchardt, “The Iron Curtain Redrawn between Prisoners and the Constitution,” p.505.

541) https://www.mnd.uscourts.gov/Pro-Se/PrisonerCivilRightsLitigGuide.pdf(최종접속일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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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앞서 논의된 ｢수용자 소송 개혁 법｣(PLRA)을 

설명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교도소 내에서 할 수 있는 “불만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해

야 할 서류, 접수방법, 절차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접수된 불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사건 접수에 필요한 서식을 제시하였다. 관심이 있는 

수용자는 본 가이드북과 “연방 형사소송법”, “지역 법원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교도소 도서관에 “지역 법원규정” 최신 버전이 없으면, 법원의 행정 사무실에 요청해

서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다른 국가와 유사한 교정시설 내 진정과 청원제도가 있다.542) 교정시설 

내 수형자가 할 수 있는 문제제기는 “요청과 불만(requests and complai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수형자는 교정국(Prison Service)이 개발하고 제시하는 “수형자

의 요청과 불만절차(prisoner’s requests and complaints procedure)”에 따라 요청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에 대한 응답으로는 1단계는 유닛 관리자가 응답을 주고, 

2단계는 교정시설의 관리자 급에서 응답을 주고, 3단계는 교정국 차원에서 응답을 

준다. 단계별 결과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면, 수형자는 이 사안을 교정과 보호 옴부즈맨

(Prisons and Probation Ombudsman)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절차 8.7에서는 불만절차의 남용(Abuse of the complaints procedures)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 조치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

서 교정직원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제시하고 있다. 사소한 일에 

많은 불만을 제기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번 불만을 제시하는 수형자가 

있을 수 있으며, 각 교도소는 개인 단위로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다룰 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직원은 수형자에게 하루에 한건만 접수를 받는 것이 다른 수형자와 비교할 때도 공평한 

것이며, 모든 수형자의 불만사항을 평등하게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을 한다. 

542)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er-majestys-prison-and-probation-servic

e/about/complaints-procedure(최종접속일 2019.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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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사안을 제시한 수형자에게 어떤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지 우선순위를 

매겨달라고 요청한다.

▪ 유사한 주제에 관한 다수의 불만제기에 대해서 통합해서 답을 제시한다. 

미국과 유사하게 영국도 교도소 내에서의 절차를 모두 시도한 후에도 불만이 있다

면 교정국의 옴부즈맨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불평에 대한 기타 외부적 방법(other 

external avenues of complaint)” 규정에서는 수형자가 내부에서의 요청과 불만제기 

외에도 외부의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교정국 옴부즈맨이 

수형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모든 절차를 반드시 다 해본 후에만 이용 가능한 것이라면, 

이 방법 외에 여기서 제시되는 모든 방법들은 반드시 수형자가 내부적인 불만제기를 

해본 후에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미국이 ｢수용자 소송 개혁 법｣(The 

Prison Litigation Reform Act, PLRA)을 통해 수형자들의 법원 소송의 남용에 대응하

려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수형자가 할 수 있는 외부적인 방안은 국회 옴부즈맨(Parliamentary Ombudsman), 

여왕에게 청원(petitions to the Queen), 국회 청원(Petition to Parliament), 법원 소송

과 유럽인권재판소 소송제기이다. 교도소 직원들은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수

형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수형자가 국내에

서 가능한 방안(소송)을 다 해보기 전까지는 사건을 잘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대해 수형자에게 설명은 해줄 수 있지만, 수형자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

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과 같이 수형자의 법정 소송을 제한하는 법은 없지만 “국가범죄자관리청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NOMS)”이 수형자가 제기하는 소송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에 개발한 “소송제기 관리(Managing Litigation Claim)” 

가이드에서는 수형자의 악의적 소송에 대한 대응을 명시를 해놓았다.543) 만약에 소송

이 선의로 제기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적절한 상황이라면 조사가 진행되고 

543)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

ved=2ahUKEwiqmO33t63mAhWDzIsBHc4fBU4QFjAAegQIARAC&url=https%3A%2F%2Fwww.

justice.gov.uk%2Fdownloads%2Foffenders%2Fpsipso%2Fpsi-2015%2Fpsi-31-2015-pi-22-20

15-managing-litigation-claims.doc&usg=AOvVaw0h283l7gKQItuIm4ZAif8C(최종접속일 201

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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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이다. 또한 법적 자문을 주는 기관인 Government 

Legal Department(GLD) 혹은 케이스 담당자가 소송이 허위주장이라고 의심된다면, 

케이스 담당자는 반드시 국가범죄자관리청(NOMS)의 법무팀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수형자들의 거짓되고 악의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명시하고 있다. 미국이 수형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악의적인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규제보다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는 선에서만 수형자의 요청, 불만제기, 소송제기의 

남용에 대응하고 있다. 

제3절 | 행형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장역량 증진

본 절에서는 국외 행형시설의 물리적 환경 변화를 통한 인권보장역량 증진사례를 

살펴보았다. 수용자가 매일 생활하는 공간인 교도소의 물리적인 환경 변화가 20세기

에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진 변화이며 이를 통해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수용생활

의 안전과 더 나아가 출소 후 재범률을 낮추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는 미국, 영국, 노르웨이 교도소의 혁신적인 환경 개선 사례와 교도

소 공간의 물리적 변화에 있어서 건축가 및 건축 디자이너들이 교도소 환경 개선을 

통한 수용자 인권을 개선하고자 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1. 건축가가 참여하는 교도소 시설 및 환경 개선

교도소 시설 및 환경 개선이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 출소 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건축가, 건축 디자이너 등이 강조하는 바이다. 각 국가의 

교정을 관할하는 부서는 건축/건축디자인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기존의 시설을 보완

하고 새로운 교도소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의 Matter Architecture는 2016년에 건축 디자이너들이 설립한 단체로, 삶의 

공간의 개선을 통한 인간 삶의 질의 개선을 추구한다.544) 이들은 2017년에 기존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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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문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교도소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향후 

영국 법무부의 새로운 교도소 건축에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의 Architects/Designers/Planners for Social Responsibility(ADPSR)는 인권을 

존중하는 건축과 디자인을 위해 1981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545) 본 단체는 2014

년부터 인권에 위배되는 교도소 건물 디자인을 비판하면서, 독방과 사형 집행실 디자

인 거부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해당 단체는 미국 정부의 범죄에 대한 강력대응으로 

교도소 구금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에서의 교도소의 신축과 증축이 확대되면서 교도소 

건축이 중요한 비즈니스가 되고 있고, 많은 건축회사들이 교도소 건축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축가들이 좀 더 윤리적으로 생각할 것을 촉구하였다.546) 본 단체는 

2014년 10월에 버클리 대학의 환경 디자인 학과 갤러리에서 “형: 건축과 인권

(Sentenced: Architecture and Human Rights)”이라는 전시회를 통해 교도소 독방,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547)

2016년 영국의 뉴스 매체인 가디언지도 전세계의 열악한 교도소 환경을 지적하며 

35년간 많은 국가에서 교도소 건축에 대해 조언을 해온 Isabel Hight의 말을 인용하여, 

교도소 환경은 수형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제안하는 수용자 

인권을 존중하는 교도소 환경을 구현해내야 한다고 보도하였다.548) 즉, 출소 후 수용

자들이 사회에서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교도소를 사회와 비슷한 

환경으로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볼 미국 Butner 연방 교도소를 디자인한 건축회사 Moseley Architects사

도 회사 내에 사법 프로젝트(Justice Project)팀을 구성해 구치소, 교도소, 법원 등을 

전문적으로 디자인하고 있으며,549) 테네시 주의 블렛소 카운티 교도소 복합단지를 디자

인하고 건축한 DLR 그룹도 “Corrections & Detention Design”팀을 운영하며 교정시설 

544) http://www.matterarchitecture.uk/wp-content/uploads/2018/05/421-op-02_Design-toolkit

-report-online.pdf(최종접속일 2019. 8. 11.). 

545) https://www.adpsr.org/(최종접속일 2019. 7. 30.).

546) https://psmag.com/news/building-better-prisons-can-architect-change-way-people-think

-incarceration-91123(최종접속일 2019. 7. 20.).

547) https://prisonphotography.org/tag/sentenced-architecture-and-human-rights/(최종접속일 

2019. 7. 5.).

548)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professionals-network/2016/sep/28/ar

chitecture-and-prisons-why-design-matters(최종접속일 2019. 6. 30.).

549) https://www.moseleyarchitects.com/filter/justice-projects/page/4/(최종접속일 201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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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프로그래밍, 건축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550) 연방 정부는 물론 각 주정부가 

이제는 건축 디자인 회사를 통해 수용생활을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 출소 후의 재범률에

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선된 교도소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에는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의 건축가와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교도소, 

건축, 그리고 인간�(Prison, Architecture and Humans)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저자

들은 건축 디자인을 통해 교도소의 환경을 바꾸고 수형자들의 인권을 보장하여 이들

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51)

2. 수용자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교도소 공간 재배치 및 환경 개선 동향

가. 미국

1) 미국 각 주의 교도소 환경 개선 동향

미국 교도소의 시설과 환경은 유럽 교도소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뒤쳐진다고 할 

수 있다.552) 특히 1980년대 시작된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강력 처벌은 구금형 증가, 

가석방 폐지 등을 수반하였고 결과적으로 교도소 과밀현상(overcrowding)을 초래하

여 교도소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553)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교도소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수형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수용생활 안정, 출소 

후 재범 억제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950년대 이전까지 열악했던 미국의 교도소 환경 개선은 교도소 폭동, ｢민권법｣ 

제정, 소송 가능, 대법원 판결, 인권단체의 활동 등을 통해서 가능했다.554) 1950년대 

초반의 열악한 위생상태, 시설 부족, 의료처우 부족, 일부 교도관의 폭력 행사 등으로 

인해 일어난 몇 건의 교도소 폭동은 교도소 환경과 처우, 수용자 인권에 대한 변화를 

550) https://www.dlrgroup.com/work/(최종접속일 2019. 9. 3.).

551) http://www.oapen.org/search?identifier=641874(최종접속일 2019. 8. 8.).

552) http://law.emory.edu/eilr/content/volume-31/issue-2/comments/prisoner-norwegian-wisd

om-american-penal-practice.html(최종접속일 2019. 8. 12.).

553) A. T. Rubin, The Birth of the Penal Organization: Why Prisons Were Born to Fail, The 

Legal Process and the Promise of Justice: Studies Inspired by the Work of Malcolm Feele

y, Cambridge University Press: U.K., 2019, p.169.

554) https://www.law.ufl.edu/_pdf/academics/centers/cgr/11th_conference/Tim_Maloney_Rights

_of_Detainees.pdf(최종접속일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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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기 시작했다.555) 1957년에는 ｢민권법｣(Civil Rights Act)이 제정되고 법무부 

내에 민권국(Civil Rights Division)이 설치되어 수용자는 물론 시민들이 ｢민권법｣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용자의 

인권이 더 보장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법정 소송을 통해서이다.556) 1960년대 이전까지

는 법원이 교도소 행정에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불개입(hand off)” 관행을 고수해 

왔지만, 수용자들이 교도소 생활환경, 수용자 인권,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자 “개입(hand on)”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557) 1961년 대법원은 Monroe 

v. Pape 사건에서 주 사법 체계 안에서 모든 것을 해보지 않고도 주립 공무원에 대한 

소송을 연방 법원에 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법정 소송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였으며, 

1962년 Robinson v. California 사건에서는 헌법 제8조에 의거해 수용자에 대한 잔인

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적용되었다.558) 마침내 1964년 대법원은 주립 수용자들이 연방

법원에 주립교도소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이후 시민단체

의 도움을 받은 수용자들이 주거, 건강관리, 여가, 서신, 분류, 식사 등 모든 교도소 

생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으며, 연방 법원 사건의 10%가 수용자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559)

1970년대에는 9개의 교정시설의 처우가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의 감독 하에 들어갔으

며, 1982년까지 42개의 주립 교도소가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한 환경개선 명령을 받게 

되었다.560) 수용자가 가장 많은 텍사스 주, 캘리포니아 주 등도 많은 소송사건을 통해 

교도관 확충, 의료처우 개선, 수용자 석방을 통한 과밀해소 등의 조치를 대법원으로부터 

명령받게 되었다.561) 그러나 1962년에 구금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래로 수용자들의 

수많은 소송이 이어지자, 1997년 ｢수용자 소송 개혁 법｣(Prison Litigation Reform Act, 

PLRA)이 제정되면서 수용자들의 법원으로의 소송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562) 즉, 수용자

555) A. T. Rubin, The Birth of the Penal Organization: Why Prisons Were Born to Fail, p.169. 

556) https://www.cliffsnotes.com/study-guides/criminal-justice/prisons-and-prisoners-rights/

prisoners-rights(최종접속일 2019. 8. 8.).

557) A. T. Rubin, The Birth of the Penal Organization: Why Prisons Were Born to Fail, p.169.

558) https://www.cliffsnotes.com/study-guides/criminal-justice/prisons-and-prisoners-rights/

prisoners-rights(최종접속일 2019. 8. 8.).

559) https://www.americanheritage.com/how-did-our-prisons-get-way(최종접속일 2019. 8. 8.).

560) https://www.americanheritage.com/how-did-our-prisons-get-way(최종접속일 2019. 8. 9.).

561) https://eji.org/mass-incarceration/prison-conditions(최종접속일 2019. 8. 9.).

562)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8297898_More_Stories_of_Jurisdiction-Stri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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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교정시설과 해당 교정국 내에서 행정적 구제와 같은 이용 가능한 대응조치들이 

소진될 때까지 교도소 상황(condition)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주와 더불어 가장 많은 수형자를 보유하고 있는 뉴욕 주 역시 1971

년 Attica 교도소 폭동을 겪으면서 수형자 인권에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563) 해당 폭동에

서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요구하며 이들이 요구한 33개 요구사항은 교육 기회, 편지 검열 

완화, 종교자유, 공정한 처벌, 가석방 절차의 공평성, 폭동 가담자의 사면, 의료처우 개선, 

샤워의 기회, 의식주 개선 등이었다. 이후 뉴욕 주립 교도소에서는 수용자가 직원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수용자 대표와 교정직원의 회의가 매달 열리

고, 소포 반입이 허가되었으며, 의식주 및 의료처우가 일정부분 개선되었다.564)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미국의 교정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Butner 연방 교도소는 미국 교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시설 개선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림 7-3-1]의 연방교도소 Butner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16개 

건물,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캠퍼스 스타일의 거대한 복합단지이다.565) Low 경비등

급 교도소 1개(1,171명 수형자), 2개의 medium 경비등급 교도소(2,532명 수형자)와 

1개의 의료센터(971명 수형자)로 구성된다. 의료센터는 연방 교정국에서 가장 큰 규모

를 자랑하고 있으며, 암전문센터, 행동과학센터, 마약치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적인 시설의 256개의 개인 수용실(cell), 특별 수용실 96개가 운영되고 있다. 

532,295 square feet의 대규모 시설은 형사사법 기관 전문 건축팀을 운영하고 있는 

Moseley Architects사가 디자인하였으며, 건물의 역할을 개선하고 교도소라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해당 건물은 LEED certification566)을 얻기 위해 표준을 

충족시킨 그린 빌딩 디자인으로 지어졌다.567)

ng_and_Executive_Power_Interpreting_the_Prison_Litigation_Reform_Act_PLRA(최종접속

일 2019. 8. 30.).

563) http://prisonlaw.com/major-cases/(최종접속일 2019. 8. 9.).

564) A. T. Rubin, The Birth of the Penal Organization: Why Prisons Were Born to Fail, p.171.

565) https://www.bop.gov/locations/institutions/buf/(최종접속일 2019. 8. 9.).

566) “에너지와 환경 디자인에서의 리더십(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LEED)”은 전세계 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 빌딩 인증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Green Building Council”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빌딩, 주택 등의 디자

인, 건축, 운영, 유지에 있어서 친환경 등급을 매기고 있다. https://new.usgbc.org/leed(최종

접속일 2019. 8. 9.). 

567) https://www.moseleyarchitects.com/filter/justice-projects/page/4/(최종접속일 2019.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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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1] 미국 Butner 연방교도소 내부 시설

프로그램 교실 의료실

출처: Moseley Architects 홈페이지(https://www.moseleyarchitects.com/portfolio-item/butner-f

ederal-correctional-institution-2/, 최종접속일 2019. 8. 9.).

미국의 교정시설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수형자의 인권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교도소 환경개선과 수용자 인권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 2018년 4월 사우스캐

롤라이나 주의 리 교도소(Lee Correctional Institution)에서 7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한 폭동이 발생하였는데 이때에도 수용자들은 열악한 교도소 내 생활환경 개선

을 요구하였다.568) 이 폭동을 계기로, 2018년 8월과 9월 두 달 동안 17개 주가 참여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교도소 파업이 시작되었다. 이는 폭동(riots and rebellions)과 

달리 평화적인 파업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진행된 내용은 식사 거부, 노동 거부 

등이었다. 교도소 내 열악한 환경, 비 인간적 처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자 전국 교도소에서 평화적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수용자 조직인 Jailhouse Lawyers 

Speak는 교도소 환경 개선, 교정교화 프로그램 접근 가능성, 현재 및 과거 수형자의 

투표권 보장,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적 양형 등 10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에 교정시설 환경 개선에서의 화두는 냉난방 시설이다. 2011년부터 시민

단체와 여론을 중심으로 교도소 내 냉난방 시설 부족으로 인한 사망사건과 수용자 

인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Prison Policy Initiative569)는 미 전역의 

교정시설을 조사하여 냉방시설 부족으로 인한 수형자 사망을 보고하고 있으며, 타임

568) https://harvardlawreview.org/2019/03/striking-the-right-balance-toward-a-better-under

standing-of-prison-strikes/(최종접속일 2019. 8. 11.).

569) https://www.prisonpolicy.org/blog/2019/06/18/air-conditioning/(최종접속일 2019.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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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570) 뉴욕 타임즈,571) CNN572) 등의 뉴스 매체들도 노후된 교정시설, 냉난방 문제로 

인한 수형자 사망 사건과 같은 수형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교도소 과밀수용과 직원부족, 노후된 시설문제 등 여전히 미국 교정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지만, 관련 법 제정, 법원의 판결, 시민단체의 노력, 교정국의 

노력으로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물리적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 미국 블렛소 카운티 교정 복합단지 사례

미국 테네시 주의 블렛소 카운티 교정 복합단지(Bledsoe County Correctional Complex, 

BCCX)는 교도소 건축의 원형(prototype)을 추구하며 수용자는 물론 교도관의 인권을 

고려한 교도소를 건축한 좋은 사례이다. 

테네시 주 교정청은 1970년대부터 이미 교정시설의 설계에 있어서 “표준(prototype)”

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573) 하나의 표준을 수립하고 이와 동일하게 

교도소를 건축해왔으며 1980~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시대의 변

화와 교정이념의 변화를 수용하여 교도소를 설계 원형으로 개선해왔다.574) 2010년부

터 건축을 시작해서 2012년 12월에 완공한 블렛소 카운티 교정 복합단지는 테네시 

주 교정청의 새로운 “표준(prototype)”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575)

블렛소 카운티 교정 복합단지는 2,500 에이커의 부지에 208백만 달러가 투입되어 

건축되었으며 2,500명이 수용되어 있고 매년 40백만 달러의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교정단지이다.576) 테네시 교정청이 제시하는 본 복합단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입소센터와 여성 수용자 수용동과 부속건물(annex)이라고 불리는 이전의 교도소인 

남동 테네시 주 지역 교정시설(Southeast Tennessee State Regional Correctional 

570) https://time.com/4405338/air-conditioning-human-right/(최종접속일 2019. 8. 11.).

571) https://www.nytimes.com/2016/08/16/us/in-us-jails-a-constitutional-clash-over-air-

conditioning.html(최종접속일 2019. 8. 11.).

572) https://edition.cnn.com/2019/02/02/us/new-york-federal-prison-no-heat/index.html(최종

접속일 2019. 8. 11.).

573) 테네시 교정청의 “표준(prototype)” 구축 노력은 2017년 법무부 김종원의 국외훈련 보고서 “교

정시설의 표준설계안 구축과 건축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에서 소개되고 있다. 

574) 김종원, �교정시설의 표준설계안 구축과 건축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7, 78면.

575) https://archinect.com/WJSAIA/project/bledsoe-county-correctional-complex(최종접속일 

2019. 8. 12.).

576) https://www.timesfreepress.com/news/news/story/2012/dec/05/12-5-a1-1500-inmates-to

-be-held-in-208-million/94365/(최종접속일 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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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로 이루어져 있다.577) 

복합단지는 입소진단센터(intake diagnostic center)를 운영하게 되는데, 테네시 

교정청으로 형을 선고 받은 모든 남성 수용자들이 지문, 사진, 신체검사, 다양한 진단

을 받고 나서 의료, 정신, 프로그램 필요에 따라 경비등급과 필요한 처우에 대한 결정

을 받게 된다. 128명의 수용자가 업무보조로 일하는 것과 동시에 수용되어 있으며, 

48명의 신입 수용자가 진단을 위해 수용될 수 있다. 

별도의 독립된 구역에는 여성 수용자 30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CAP, 미용술, 정원, 

조경 등을 포함한 직업 훈련을 받는다. 그룹 테라피를 위한 30명을 수용하는 치료적 

공동체(TCOM)도 운영된다. 

새롭게 건축된 시설에 미디엄과 맥시멈 경비등급 수용자가 수용되는 것과 함께, 

본 복합단지는 이전의 교정시설인 남동 테네시 주 지역 교정시설(Southeast Tennessee 

State Regional Correctional Facility)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부속건물(annex)

이라고 불리며 900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다. 미니멈 경비등급 수용자와 모범수는 

TRICOR(Tennessee Rehabilitative Initiative in Correction) 농장운영, 보수 및 관리

부서, 식량관리, 조경 등을 돕고 있다. 이 시설들은 이른바 “time-building”으로서 

수용자들이 거주하면서 직업훈련(목수, 요리사, 엔지니어, 이발 등)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성인기본교육(Adult Basic Education) 수업과 같은 자기향상 기

회도 제공되며, 108명이 수용될 수 있는 치료적 공동체(TCOM)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또한 TRICOR Shaw Industry 공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253명의 수용자들이 이곳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건물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복합단지 입구에 행정동이 있으며, 행정동을 지나 

단지 내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4개 동이 있는데, ① 접견실과 신입실이 있는 건물, 

② 의료사동, ③ 식당, 취사장, 식료창고, ④ 교육실과 직업훈련장 건물 등이다.578) 

맞은편 왼쪽 편에는 5개의 수용동이 있는데, 4개의 미디엄 경비등급 수용동과 1개의 

맥시멈 경비등급 수용동이 위치하고 있다.579) 4개의 미디엄 등급 수용동은 총 1,024명

577) https://www.tn.gov/correction/sp/state-prison-list/bledsoe-count-correctional-complex.

html(최종접속일 2019. 8. 12.).

578) 김종원, �교정시설의 표준설계안 구축과 건축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85면.

579) https://www.timesfreepress.com/news/news/story/2012/dec/05/12-5-a1-1500-inmates-to

-be-held-in-208-million/94365/(최종접속일 201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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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용되어 있으며 맥시멈 경비등급 수용동에는 216명이 수용되어있다.580) 4개의 

미디엄 등급 수용동 사이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교육 프로그램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도서관, 실내 운동장 등이 있다.581) 맥시멈 

경비등급 수용동의 경우에는 수용동 내부에 교육프로그램 시설이 있다.582) [그림 

7-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들 사이에는 대로(Boulevard)라고 불리는 중앙의 순환

보도(circulation path)가 이어지면서 시설들이 연결된다.583)

[그림 7-3-2] 블렛소 카운티 교정 복합단지 외부 전경

출처: https://www.dlrgroup.com/work/bledsoe-county-correctional-complex(최종접속일 2019. 

10. 10.).

이 외에도 신축된 독립형 단지가 하나 더 있는데, 이곳에서는 51에이커의 면적에 

세 개의 빌딩으로 구성되며 미니멈 경비등급 여성 수용자 300명을 수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기숙사형의 수용동으로서 수용자들을 위해 좀 더 열린, 보상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584) 건물의 냉난방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위해 580개의 지열

580) https://www.timesfreepress.com/news/news/story/2012/dec/05/12-5-a1-1500-inmates-to

-be-held-in-208-million/94365/(최종접속일 2019. 8. 13.).

581) 김종원, �교정시설의 표준설계안 구축과 건축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92면.

582) 김종원, �교정시설의 표준설계안 구축과 건축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93면.

583) https://www.dlrgroup.com/work/bledsoe-county-correctional-complex/(최종접속일 2019. 8. 13.).

584) https://www.dlrgroup.com/work/bledsoe-county-correctional-complex/(최종접속일 201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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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thermal) 벽을 설치하여 지하로 공기가 순환하여 55~58(화씨)도로 온도를 일정

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585)

블렛소 카운티 교정 복합단지는 설계에 있어 표준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첨단 

보안장비, 지열에너지(geo-thermal) 등의 기술적인 변화를 적용하였으며, 교도관과 

수용자의 인권을 고려한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복합단지는 디자인 및 건축회사인 

DLR 그룹이 설계, 프로그래밍, 건축을 모두 담당했다.586) DLR은 “Corrections & 

Detention Design”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팀을 형성하고 전문적으로 교정시

설을 디자인하고 건축하고 있다. DLR 그룹은 자사 홈페이지에 교정시설 디자인과 

건축에 있어서의 이념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587)

“힐링, 평등, 변화를 강조하며 수용자들이 사회로 되돌아가기 위한 교육과 사회화를 시행하는 

교정교화적 해결책에 초점을 두고 교정시설 디자인과 건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도관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면서 재범 감소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각 개인들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디자인을 한다.”

이러한 건축 이념은 교정 복합단지 곳곳에서 발현이 되고 있다. [그림 7-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동 및 모든 건물의 채광을 밝게 하기 위해 크게 설치된 다수의 

창문, 미니멈(minimum) 수용동에 사용한 원목자재, 대로(bluvard)라고 불리는 건물 

간 외부 이동로에 위치한 잔디, 수용동 간의 외부 운동장,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몸통을 가릴 수 있는 샤워실, 수용동 사이에 위치한 프로그램 건물 등은 관리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수형자의 인권과 웰빙을 고려한 디자인임을 알 수 있다.588)

585) https://www.dlrgroup.com/work/bledsoe-county-correctional-complex/(최종접속일 2019. 8. 13.).

586) https://www.dlrgroup.com/work/(최종접속일 2019. 8. 13.).

587) https://www.dlrgroup.com/work/(최종접속일 2019. 8. 13.).

588) https://www.dlrgroup.com/work/bledsoe-county-correctional-complex/(최종접속일 201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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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3] 블렛소 카운티 교정 복합단지 내부

출처: https://www.dlrgroup.com/work/bledsoe-county-correctional-complex(최종접속일 2019. 10. 10.).

이러한 개선은 1985년에 발생했던 테네시 주 4개 교도소 폭동에서 수형자들이 

요구한 내용을 상기시킨다. 1985년 7월 테네시 주 모건 카운티 교도소, 블렛소 교도소 

등을 포함한 4개의 교도소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1명의 수형자가 사망하였고 화재와 

난동으로 시설이 파손되었다.589) 수용자들은 형편없는 의료처우와 식사, 과밀수용, 

환기가 안 되는 수용동과 교도관의 학대 등을 포함한 20가지의 요구사항과 불만을 

제시한 바 있다. 블렛소 카운티 교정 복합단지의 물리적 환경은 이때 수용자들의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시킨 혁신적인 교정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영국

영국에서는 교도소 시설 개선을 위해 교도소 웰빙 디자인 프로젝트를 실시한 바 

있다. 영국 정부는 2018년 3월 정부 홈페이지에 교도소 개혁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연설을 공개하며 교도소 환경을 개선하고 교도관의 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

고 있다.590) 해당 연설은 교도소의 목표를 대중보호, 범죄자 처벌과 범죄자 교정교화로 

설명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건물의 청결도를 보장하고 생활환경을 

인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영국 역시 미국과 동일하게 수용자 인구는 증가한 

반면 1970년대부터 이미 교도소 건축이 정체되어 과밀현상과 긴장의 고조로 수용자간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591) 1980년대에는 법무부 내 교도소 디자인 위원회

589) https://www.inmateaid.com/prisons/tn-doc-bledsoe-county-correctional-complex-bccx

(최종접속일 2019. 8. 13.).

590)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prisons-reform-speech(최종접속일 2019. 8. 11.).

591) R. Karthaus, L. Block, & A. Hu, “Redesigning prison: the architecture and ethics of reh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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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on Design Board)가 교도소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원칙들을 도입하고 디자인의 

표준을 설정하고 규격화하고자 하였다. 2007년에는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교도소를 

폐지하고, 재범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교도소가 되기 위해, 각각 2,500명을 수용하는 

새로운 교도소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다.592) 2008년에 Prison Learning Network가 

발족되어 이러한 혁신적인 생각들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나 정치적인 논쟁이 지속

되어 교도소 시설 개선은 느리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혁신적인 주지사들과 공무원, 

출소자,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들이 교도소 시설의 변화를 주도해나갔다.593)

[그림 7-3-4]는 2017년 2월 새롭게 문을 연 Berwyn 교도소로 현대적이며 교도소 환경

을 대폭 개선한 교도소이다.594) 2,106명의 완화 경비등급인 C등급 남성 수용자를 수용하

고 있으며 개인 방과 두 명이 같이 쓰는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방들은 샤워실이 

구비되어 있으며, 전화기, 컴퓨터 등이 구비되어 있다. 컴퓨터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책을 볼 수 있는 등 기존의 교도소 시설보다 진일보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595)

[그림 7-3-4] 영국 Berwyn 교도소 내부시설

개인실 공용공간

출처: Berwyn 교도소 홈페이지 http://www.justice.gov.uk/contacts/prison-finder/berwyn-prison-

information(최종접속일 2019. 10. 10.).

litation,” The Journal of Architecture, 24(2)(2019), p.195.

592) R. Karthaus, L. Block, & A. Hu, “Redesigning prison: the architecture and ethics of rehabi

litation,” p.197.

593) R. Karthaus, L. Block, & A. Hu, “Redesigning prison: the architecture and ethics of 

rehabilitation,” p.200.

594) R. Karthaus, L. Block, & A. Hu, “Redesigning prison: the architecture and ethics of 

rehabilitation,” p.220.

595) http://www.justice.gov.uk/contacts/prison-finder/berwyn-prison-information(최종접속일 

2019.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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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윤리적 건축 디자인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인 Matter Architecture가 

법무부의 새로운 교도소 빌딩건축을 주관하는 팀인 “Prison Estate Transformation 

Programme(PETP)의” 도움을 받아 “Wellbeing in Prison Design Project”를 발족하고 

Berwyn을 포함한 두 개의 교도소 방문과 설문조사를 토대로 �Wellbeing in Prison 

Design�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596)

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한 건축가 Karthaus는 환경심리학(environmental psychology)

으로부터의 증거를 토대로 인간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극대

화해야 하며 자연 채광, 환기, 풍경들의 환경적 조건들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개선된 교도소 환경은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597)

건축 디자이너, 연구자, 교도행정 위원회 위원 등은 프로젝트를 위해 Low Moss 

교도소를 시찰하고, 영국 최대 규모의 교도소인 Berwyn 교도소에서는 시찰과 함께 

직원과 수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 

과도한 보안시설, 통제할 수 없는 소음, 교정직원 부족 등의 문제가 제시되었다.598)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국 정부가 추구하는 수용자 교정교화와 재범억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교도소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다. 방문했던 두 개의 교도소

의 각 영역별로 디자인 상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7-3-5]는 기존의 

방 디자인의 경우 공간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방이 좁아서 푸쉬업과 같이 개인실 

안에서의 간단한 운동이 어려우며,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특히 옷 저장이 어렵고, 조절

가능한 조명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각 영역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도소 보안, 수용자 인권, 교정교화 목적, 교도소 내에

서의 활동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디자인, 층별, 장소별 디자인을 제시하며 향후 

새로운 교도소 건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596) http://www.matterarchitecture.uk/wp-content/uploads/2018/05/421-op-02_Design-toolkit

-report-online.pdf(최종접속일 2019. 8. 11.).

597) R. Karthaus, L. Block, & A. Hu, “Redesigning prison: the architecture and ethics of 

rehabilitation,” p.218.

598) R. Karthaus, L. Block, & A. Hu, “Redesigning prison: the architecture and ethics of 

rehabilitation,”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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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5] 영국 교도소 디자인 웰빙 프로젝트의 셀 디자인 진단

출처: http://www.matterarchitecture.uk/wp-content/uploads/2018/05/421-op-02_Design-

toolkit-report-online.pdf(최종접속일 2019. 11. 11.).

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인간적으로(humane) 수형자의 인권을 가장 잘 보장하는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599) 이러한 시도는 결국 출소 후 2년 

내 재범률 20%라는 세계 최저의 재범률600)을 이끌어냈다. Labutta(2017)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구금률은 인구 10만명 당 707명인 반면 노르웨이는 75명이며, 5년 

이내 재 체포율은 미국은 76.6%, 노르웨이는 20%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언론매체들은 노르웨이가 교정시설 개선이 재범억제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했

다고 보도하고 있다.601) 교도소 운영을 위해 영국의 2배,602) 미국의 3배603)의 예산을 

599) E. Labutta, “The Prisoner as One of Us: Norwegian Wisdom for American Penal Practice,”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31(2)(2017), p.22.

600) http://www.kriminalomsorgen.no/information-in-english.265199.no.html(최종접속일 

2019. 8. 11.).

601) https://www.bbc.com/news/stories-48885846(최종접속일 2019.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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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고 있는 노르웨이도 변화를 통해 이러한 정책에 다다랐다.604)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노르웨이의 형사사법 개혁은 늦게 일어났지만, 1970년대 노르웨이 교정 정책의 

변화에는 중요한 3가지 요인이 있었다.605)

첫째, 1968년 유럽은 저항의 해였으며 이에 따른 노르웨이 사회의 가치와 기본정책

의 변화가 있었고 그 가운데 형사사법 개혁이 있었다. 둘째, 노르웨이 노동당 정치인 

Inger Louise Valle의 노력으로 노르웨이가 구금률을 낮추는 방향의 형사법안들을 

입법시키는 것이 가능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없애고, 최고형

을 21년형으로 만들었다. 셋째, KROM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노르웨이 사회에서 용서

의 정신을 강조하는 방향의 운동을 오랜 시간동안 전개했다.

1990년대 초부터 노르웨이 교정국은 복수가 아닌 교정교화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

다. 노르웨이 국민의 정서가 용서에 가치를 둘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정책입안가들이 

“당신의 아들을 위해 어떤 종류의 교도소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공감 능력을 가지

려 노력했다.606) 이들은 교정의 이념을 전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만이 처벌이며,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교정이념을 설정하였다.607) 이러한 

교정이념은 크게 교도소 시설 개선과 수형자와 교도관의 관계 개선으로 표명되었다.

노르웨이의 할덴(Halden) 교도소는 2010년 문을 연 maximum 경비등급 남성 교도

소로 수형자 1인당 연 9만 달러를 투입하여 미국의 3배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608) 

이 교도소는 건축가 Erik Møller가 디자인했는데 구금감을 최소화하고 심리적 스트레

스를 완화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였다. 75 에이커의 넓은 땅에 창문이 

많고 쇠창살이 없으며, 근처의 나무와 풀을 많이 볼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교도소 

건물은 2층 나무 건물이며, 블루베리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철망이나 전기 펜스도 

602) https://www.bbc.com/news/stories-48885846(최종접속일 2019. 8. 12.). 

603) https://www.npr.org/sections/parallels/2015/05/31/410532066/in-norway-a-prison-built-

on-second-chances(최종접속일 2019. 8. 12.).

604) https://thespinoff.co.nz/society/14-04-2017/inmates-behave-because-they-actually-like-

being-here-what-i-learned-at-a-norweigan-prison/(최종접속일 2019. 8. 12.). 

605) https://thespinoff.co.nz/society/14-04-2017/inmates-behave-because-they-actually-like-

being-here-what-i-learned-at-a-norweigan-prison/(최종접속일 2019. 8. 12.).

606) https://thespinoff.co.nz/society/14-04-2017/inmates-behave-because-they-actually-like-

being-here-what-i-learned-at-a-norweigan-prison/(최종접속일 2019. 8. 12.). 

607) http://www.kriminalomsorgen.no/information-in-english.265199.no.html(최종접속일 2019. 8. 12.).

608) https://www.businessinsider.com/why-norways-prison-system-is-so-successful-2014-12

(최종접속일 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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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감시 카메라를 최소화하였다. 해당 교도소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명도 탈출을 

시도한 적이 없다.609) 

자유를 박탈한 것이 충분한 처벌이라는 신념하에, 최대한 외부와 비슷한 환경을 

유지해서 출소 후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따라서 수형자들은 [그림 7-3-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샤워실, TV, 냉장고, 책상이 구비되어 있는 개인실에서 생활하며 

하루 12시간 동안 개인 방에 머물고 나머지 시간은 밖에서 함께 생활한다. 10~12명의 

수형자는 조리 시설이 갖춰져 있는 부엌과 거실을 공유한다. 공유 부엌에서는 노르웨

이의 전통 풍습인 와플 만들기 활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고 거실에서는 다른 

수형자와 보드게임, 잡지보기, 비디오 게임 등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수형자들은 

외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냉장고를 채우기 위해 마트에 

장을 보러 갈 수도 있는 등 교도소 내외부의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고 있다. 

할덴 교도소는 시설뿐만 아니라 수용자와 교도관이 상호존중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

성을 유지하고자 한다.610) 이를 위해 수형자와 교도관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고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하며 함께 카드게임도 즐길 수도 있다([그림 7-3-7] 참조). 때에 

따라서는 교도관의 계호없이 수형자가 움직일 수 있다. 또한 노르웨이 교정국은 교도

관을 수용자를 위한 멘토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611) 교도관의 역할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2010년 이래로 지금까지 수형자 간, 수형자와 교도관 간에 폭력 

사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형자가 교도관에게 침을 뱉은 두 건의 사건이 

전부였다. 남성 교도소이지만 교도관의 절반은 여성 교도관이며, 모든 교도관은 배치 

전 2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 대해 Labutta(2017)는 노르웨이 

수용자들은 교도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보다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게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609) https://www.npr.org/sections/parallels/2015/05/31/410532066/in-norway-a-prison-built-

on-second-chances(최종접속일 2019. 8. 12.).

610) http://www.kriminalomsorgen.no/information-in-english.265199.no.html(최종접속일 

2019. 8. 12.).

611) https://www.npr.org/sections/parallels/2015/05/31/410532066/in-norway-a-prison-built-

on-second-chances(최종접속일 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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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6] 노르웨이 할덴 교도소 개인실

개인 거실 내부

출처: https://www.npr.org/sections/parallels/2015/05/31/410532066/in-norway-a-prison-bu

ilt-on-second-chances(최종접속일 2019. 10. 10.).

[그림 7-3-7] 노르웨이 할덴 교도소 공용시설

공용공간 실내체육관

출처: https://www.npr.org/sections/parallels/2015/05/31/410532066/in-norway-a-prison-bu

ilt-on-second-chances(최종접속일 2019. 10. 10.).

제4절 | 행형 담당자 교육 및 지원을 통한 인권보장역량 증진

수형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고, 교도소 시설 변화를 통한 환경을 개선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를 실행하고, 수형자와 매일 접하는 교정직원/교도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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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수형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외 현실은 교도소 과밀수용, 교정직원 부족, 

예산부족으로 인해 교정직원의 업무가 과다하고,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직종

보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서 자살률과 이직률도 높다. 교정직원 자신의 인권도 보장

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점점 까다로워지는 수형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을 준수하고 

제도와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일 것이다. 본 절에서

는 수형자 인권보장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 교정직원이 어떠한 역량과 상황에 있어야 

하는가를 검토하였다. 교정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현황, 교정직원 웰빙을 

위한 노력과 시도들을 살펴보았다.

1. 행형 담당자 훈련을 통한 수용자 인권보장역량 강화 노력

가. 국제연합의 행형 담당자 훈련 매뉴얼

1) 유엔 교도소 직원을 위한 인권 훈련 매뉴얼

2005년에 유엔은 자유와 권리에 법적인 한계가 있는 수용자의 상황에 직면하여, 

교도소 직원은 매일 인권을 경험하고, 인권을 실행에 옮기며 인권보호를 위한 최일선에 

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612) 이에 교정직원의 인권 훈련을 위한 

포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자 “교도소 직원을 위한 인권 훈련 매뉴얼”(Manual on 

Human Rights Training for Prison Officials)을 개발하였다.613) 본 훈련 매뉴얼의 

구체적인 개발 취지는 다음과 같다.

▪ 교도관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 해당 정보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실제적인 기술들을 개발하도록 장려

▪ 그들의 일상의 업무 속에서 인권에 영향을 주는 자신들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인권을 촉진하

고,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특정한 역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함 

▪ 교정직원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신념을 강화

▪ 효과적인 인권 교육과 훈련을 제공

612) UN, Human Rights and Prisons: Manual on Human Rights Training for Prison Officials, 

2005, p.7.

613) 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제2절에서 다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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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뉴얼은 UN과 EU를 포함한 관련 국제 규정,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금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도소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입소와 

석방절차, 의식주, 건강과 의료처우, 위생, 운동, 안전과 보안, 질서유지, 징벌, 노동, 

교육, 종교, 사회복귀 준비, 외부와의 접촉(전화, 서신, 귀휴, 방문), 불만제기와 처리, 

집단특성(여성, 청소년, 사형수, 무기수), 미결구금, 비구금 처우, 직원의 권리와 의무

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자료를 제시하여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정직원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매뉴얼의 부록으로 교도소를 조사하는 조사관들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15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은 해당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인권보

장을 얼만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5개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고문과 잘못된 처우 Torture and ill-treatment

(2) 인간 존엄성 유지 Maintaining human dignity

(3) 충분한 삶의 기준을 충족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4) 건강의 권리 Health rights of prisoners

(5) 교도소를 안전한 곳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Making prisons safe places

(6) 교도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가? Making the best use of prisons

(7) 외부세계와의 접촉 Prisoners'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8) 불만 절차 Complaints procedures

(9) 여성 수형자 Women

(10) 아동과 청소년 Children and juveniles

(11) 차별 금지 Non-discrimination

(12) 사형수 Prisoners under sentence of death

(13) 미결수 Persons under detention without sentence

(14) 비구금 처우 Non-custodial measures

(15) 행정과 직원 Administration and prison staff

2) 유엔 교도소 리더를 위한 핸드북

2010년에 개발된 교도소 리더를 위한 핸드북 “국제규칙과 규범을 토대로 한 교도소 

관리자를 위한 기본적 훈련 도구와 커리큘럼(Handbook for prison leaders: A basic 

training tool and curriculum for prison managers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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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orms)”은 교도소 관리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핵심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었

으며, 5일 간의 훈련 워크숍을 해야 한다는 점, 국제규칙에 따른 표준과 규정들에 

기반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614) 이 핸드북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교도소 관리자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교정시설 내에서 국제적 기준과 

규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핸드

북에서 주장되는 훈련 워크숍(training workshop)의 목적과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

고 있다. 워크숍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해당 국가 내에서의 교도소 상황을 비공식적으로 평가한다. 

▪ 교도소 상위 관리자들이 그들이 직면한 이슈들과 장애물들을 인식한다.

▪ 관리자들에게 그들의 교도소 시스템에서의 변화를 위한 필요를 분석하기 위한 인권기반 기본

틀을 제공한다. 

▪ 상위 관리자들에게 국제 인권 기준들을 알게 하고 기준들을 그들의 국가에서 적용토록 한다. 

▪ 필요한 개선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콘셉트들과 성공사례들을 소개한다. 

▪ 상위 관리자들이 전략적 사고 계획 과정에 참여토록하고 개선을 위한 실행에서의 이슈들을 

예상하게 한다. 

본 핸드북에는 훈련 워크숍의 커리큘럼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5일 간의 워크숍

으로 진행되며, 5개의 모듈로서 총 16개의 챕터로 구성된다. 각 모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7-4-1] 워크숍 계획

614) UN, Handbook for prison leaders: A basic training tool and curriculum for prison managers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norms, 2010, p.22.

DAY 1 

참가자들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수형자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도소 리더로

서 그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생각한다. 참가자들은 그들이 교도소 관리자와 리더로서 접하는 

이슈와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롭고 정직하게 토론한다. 국제적 인권 표준을 인식하고 이것들을 그들

의 교도소에서 이행해야하는 것의 관련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참가자들은 의미있는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있어서의 방해요인들에 대해서 토론한다. 참가자들은 함께 교도소가 운영되는 국가의 

법적 틀을 검토하고, 국제적 인권표준을 따르기 위해서 기존의 정책, 규정, 관행들이 어떻게 개선되

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한다. 



422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II)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모듈 1 

국제 인권 표준과 국가 법적 틀 내에서의 교도소 

리더십 

Chapter 1— 현재의 문제점

Chapter 2— 효과적인 리더십

Chapter 3— 인권, 국제 기준과 우수 교도소 관리

Chapter 4— 법적 틀, 정책, 규정의 중요성 

DAY 2

교도소에서의 우수한 관리하는 기본적 원칙들을 인식하고 관리의 주된 면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워크숍에서 향후 좀 더 상세하게 다루어진 사안들에 대해 일반적인 소개를 받게 

된다. 또한 이번 모듈에서 교도소 관리자에게 주어진 권위와 힘과 함께 책임감을 강조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교도소 내에서의 적합한 책무 구조의 주된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유도된다. 

모듈 2

인력, 재정, 물리적 자원의 관리 및 책무의 원칙들

Chapter 5— 관리와 책무 

Chapter 6— 인력과 재정적 자원의 관리 

Chapter 7— 물리적 시설관리 

DAY 3

수형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일반적인 건강과 안녕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수형자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나이, 성별, 정신건강, 인종

적 배경 등 특정한 특성으로 인해 취약한 수형자들의 특별한 상황과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한다. 세션 전체가 교정시설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필요에 집중한다.

모듈 3

수형자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Chapter 8— 수형자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Chapter 9— 취약한 수형자들 

Chapter 10— 교정시설의 아동과 청소년들 

DAY 4 

수형자 등록과 기록 시스템; 수형자 입소, 진단, 분류; 입소와 석방 절차, 수형자 이송절차, 임시 

석방 절차 등을 포함한 수형자 관리와 관련된 다수의 실제적인 이슈들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또한 교도소 안전과 보안에 관한 이슈, 징벌의 사용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교도소 내의 위험한 

행동과 탈출을 예방하기 위한 즉각적인 필요는 물론, 교도소 보안과 안전에 대해 좀더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모듈 4

교도소 내에 수형자 관리와 통제, 징벌 

Chapter 11— 교도소 인원 관리

Chapter 12— 안전, 보안, 통제 및 징벌

Chapter 13— 수형자 조건부 석방 

DAY 5

교도소 관리자들은 보통 누가 구금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금의 대안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할 수 있다. 이번 모듈에서는 구금의 다양한 

대안들을 소개한다. 교도소 관리의 청렴성과 직원 및 수형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독립적

인 관리 메커니즘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모듈은 교도소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기존의 관행들이 

국제적인 인권 표준에 부응하기 위해 전략적 계획과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또한 

시간이 허락되면 짧게 전략적 계획을 연습하면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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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연합 행형 담당자 훈련 프로그램 현황

유럽연합은 2017년에 제22회 유럽 평의회 교도소와 보호관찰 디렉터 컨퍼런스

(Council of Europe Conference of Directors of Prison and Probation Services)를 

개최하였으며, 회원국이 실시하고 있는 교도소와 보호관찰 직원훈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615) 26개 국가 가운데 교도관 교육과 훈련에서 수용자 인권에 대해 언급한 

국가들은 7개 국가이다. 교정직원의 수용자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7개 국가의 교육훈

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4-1] 노르웨이 Staff Academy 교육 과정

출처: https://slideplayer.com/slide/7275569/(최종접속일 2019. 10. 10.).

615) Council of Europe, Information about the training of the prison and probation staff in 

some council of Europe member states provided by the national prison and probation 

services, 2017, p.45.

모듈 5

구금의 대안, 관리 메커니즘, 

전략적 접근

Chapter 14— 구금의 대안 

Chapter 15— 관리 메커니즘

Chapter 16— 걸림돌 극복하기: 전략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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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교정직원은 University College of the Norwegian Correctional Service라

고 불리는 Staff Academy에서 2년간 교육훈련을 받는다.616) 매년 1,200명 정도가 

지원하지만, 이중 175명만 선발해서 교육을 받는다. 2년 동안 범죄학, 심리학, 법학, 

윤리학, 영어, 체육, 사회복지, 사회통합, 인권 등을 배우고, 보안훈련과 폭동 대응 

훈련도 받는다. [그림 7-4-1]에서와 같이 2년째 마지막 6주간은 교도소에 배치되어 

인턴 교정직원으로서 훈련을 받은 후 최종시험을 통과해야 교정현장에 배치될 수 

있다. 교정국은 교도관의 4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르웨이는 출소 후 2년 

내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재범률이 20%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2019년 영국 BBC 방송국이 노르웨이 할덴(Halden) 교도소를 성공적인 교정 모델로 

다루면서 진행한 할덴 교도소장의 인터뷰 내용은 노르웨이의 교정직원의 역할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있다.617) Hoidal 할덴 교도소장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1990년 초부터 

교정의 목적을 복수가 아닌 교정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자유의 박탈만이 처벌이며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게 되었다. 연 

£98,000를 교도소 운영에 배정하여 미국의 3배, 영국의 2배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교도관의 역할도 완전히 바뀌었는데, 교도관을 수형자를 위한 멘토와 롤 모델이 되도

록 훈련시키고, 일선 현장에서는 교도관과 수형자가 모든 활동을 함께 해서 서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토록 한다. 교도관 훈련도 다른 나라에 비해 2년이라는 오랜 시간

을 받게 되는데 수형자의 재범을 막기 원한다면 교도관이 교육을 잘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훈련이 짧으면 부정부패의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도관의 급

여도 상당히 좋다고 밝히고 있다. 할덴 교도소가 2010년 문을 연 이래로 단 한건의 

폭력 사건이 없었으며 수형자가 2번의 침을 뱉은 것이 전부라고 할 만큼 수형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수형자 간, 수형자와 교도관 간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핀란드는 2013년 개선을 통해 수형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안전한 방식으

로 형을 집행한다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교도관 시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교도관 훈련

기간은 16개월이며 “교도소와 보호관찰 훈련소(Training Institute for Prison and 

Probation)”에서의 교육과 교도소 실습(4주)으로 구성된다. 교육으로는 직업훈련(전문

616) http://www.kriminalomsorgen.no/information-in-english.265199.no.html(최종접속일 

2019. 9. 10.).

617) https://www.bbc.com/news/stories-48885846(최종접속일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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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능력 개발), 일반적 배움(기본적 직무), 파이널 프로젝트 등이며, 전문적 능력의 

경우, 수형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커리큘럼의 주된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2006년 법(2012년 개정)에 의거해서 기본 교육을 마친 후 로렌 대학교

(Laure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and The Institute of Prison and Probation 

Services)에서 학사를 계속 공부할 수 있다. 

나머지 다섯 국가의 경우를 간략하게 살펴보자.618) ① 조지아에서 교도관은 신임 

훈련 후 6개월간 실습기간을 거치게 된다. 신임 훈련 시에 수형자 인권, 인권 관련 

국제적 표준과 규정 등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② 독일에서 교도관은 직업아

카데미(vocational academy)에서 2년 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3~5개월의 기본 교육

에서 수형자의 인권을 포함한 교정에 관한 이론 교육을 받게 된다. ③ 헝가리에서 

교도관은 1주간 교도소 실습 후 직원훈련 아카데미에서 27주(22주 교육, 5주 교도소 

실습)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된다. 22주 교육에서는 수형자 인권, 수형자 사회복귀, 

교도소 행정 등을 배운다. ④ 아이슬란드에서 교도관은 1년 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 기간 동안에 4단계 교육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단계의 교육에서 수형자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⑤ 스페인에서 교도관은 훈련기간 동안 수형자 인권, 인권관련 

국제 표준 등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된다.

2. 행형 담당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적 지원을 통한 행형 담당자의 

직무 역량 강화 노력 

교정시설 특유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수형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619) 

618) 참고로, 미국의 경우 교도관 교육･훈련 기간이 유럽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

어, 캘리포니아 교정국에서는 신입 직원에 대한 훈련과 PREA 훈련을 통해 수용자 인권을 강

조하고 있다. 신입 교도관은 16주간 교정국 아카데미에서 군대 형식의 엄격한 체력훈련을 받

게된다. 수업에서는 신체건강, 무기다루기, 체포와 통제술, 법, 보고서 쓰기, 수용자 인권과 헌

법에 보장된 인권, 무력의 사용 등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된다. 1년이 지난 후부터는 매년 16~40

시간 훈련이 추가된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는 PREA를 실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PREA에서 

요구하는 모든 직원과, 계약자, 자원봉사자에 대한 PREA의 규정과 책임, 교정국의 무관용 정

책을 준수토록 훈련을 받는다(https://www.cdcr.ca.gov/(최종접속일 2019. 6. 10.)).

619) M. Lipsky,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2010,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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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중의 범죄에 대한 강력대응 요구는 구금의 증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교정직

원 부족, 예산 부족 등의 문제들을 초래하여 교정시설이 수형자의 인권을 준수하는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또한 열악한 상황에서 범죄자를 매일 직면해야 하는 교도관의 

직무 스트레스와 번아웃 현상은 교도관이 수형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가. 교정직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영국의 대표적인 수형자 인권 옹호 단체인 Prison Penal Reform(PPR)은 2015년에 

�Staff working conditions: Addressing risk factors to prevent torture and ill-treatment� 

보고서를 발행하고 수형자에 대한 고문과 부당한 처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알아야 하고, 교도관의 직무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620) 교도관 스스로가 근무환

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매니저와 동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가에 대한 인식이 수형자

에 대한 처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도관의 부족 현상과 교도관의 급여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교도관 교육 훈련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교도관의 

웰빙을 높이고 교도관이 처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나타나 있다. 따라서 교도소를 

모니터링하는 기관은 교도관의 근무 환경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7년 2월 미국 델라웨어 맥시멈 교도소 폭동에서 교도관들이 수형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으로 인해 교도관의 업무환경에 대해 다시 주목하게 되었다. 이 사건

에 대해 델라웨어 주 교도관 협회 회장인 Geoff Klopp는 직원 부족으로 인해 초과 

근무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교육훈련에 참여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

서 교도관과 수형자 간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도관이 필요하고, 

교도관 훈련이 필요하며, 1970년대에 세워진 낡은 교도소들을 개선하여 교도소 환경

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21) 폭동 이후 델라웨어 주 의원들은 교도관의 급여를 

인상해서 능력 있는 교도관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Pittaro(2017)는 교도

관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은 과밀수용으로 인해 대다수의 교정직원이 의무적으로 초과 

620) https://cdn.penalreform.org/wp-content/uploads/2016/01/factsheet-3-working-conditions

-2nd-v5.pdf(최종접속일 2019. 9. 10.).

621) https://www.correctionsone.com/ethics/articles/correctional-officers-have-a-right-to-

workplace-safety-yh7En5EJOKTp6r2R/(최종접속일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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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게 되고 불규칙한 교대 근무를 하게 된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과밀수용 

속에서 교도관은 지속적으로 신체적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622)

2017년 미 국립 사법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는 “Correctional 

Officer Safety and Wellness Literature Synthesis” 보고서를 통해 교도관의 웰빙과 

안전을 위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623) 교도소 최일선에서 

수형자와 대면하는 교도관은 교도소의 효과적인 운영에 중요 역할을 한다.624) 그러나 

미 노동부(2013)의 자료에 의하면 115개 직종 가운데 교도관은 임무 수행 중 사망률이 

2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도관은 스트레스, 번 아웃, 업무관련 정신적 고통을 심각하

게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625)

이는 범죄에 대한 강력대응으로 수형자 숫자가 급증하고, 폭력범죄자가 증가하여 

교정시설은 근무하기 위험한 환경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정신질환자, 갱, 마약중독

자, HIV/AIDS 감염인 등 위험한 수형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인해 교도

관의 숫자가 증원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교도관 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교도소가 도심과 먼 곳에 위치하여 주거 지역과 멀어지는 상황 등 모두가 교도관들의 

스트레스의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626) 결국 교도관 이직, 스트레스, 교정직원 부족 

등은 교도관 1인당 수형자의 수를 높이고 교도소 안전과 효과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627)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도관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신건

강을 위한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지만 양적인 면에서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그 효과성이 검증도 안되고 있다.628) 보고서는 향후 교도관의 수가 확충되고, 교도관

622) https://www.correctionsone.com/stress-management/articles/stress-management-strategies

-for-corrections-officers-rBxkzzIeuAtnjIGw/(최종접속일 2019. 9. 10.). 

623) https://www.ncjrs.gov/pdffiles1/nij/250484.pdf(최종접속일 2019. 9. 10.). 

624) M. Lipsky,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p.83.

625) F. V. Ferdik, H. P. Smith, & B. K. Applegate, An Assessment of Job Satisfaction among South 

Carolina Correctional Officers, Columbia, SC: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rrections, 2014, p.21.

626) L. E. Glaze, & D. Kaeble, “Correctional Pop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2013,”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2014), p.8.

627) J. Brower, Review and Input of Correctional Officer Wellness and Safety Literature Review, 

OJP Diagnostic Center,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2013, p.11.

628) T. Morse, J. Dussetschleger, N. Warren, & M. Cherniack, “Talking about health: Correction 

employees’ assessments of obstacles to healthy living,”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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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에 관한 명확한 조사를 토대로 교도관의 스트레스 완화와 웰빙을 위한 대응방

안이 개발되고 확대 시행되어 교도관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교정직원 웰빙 컨퍼런스

1) 교도관 웰빙 가상현실 컨퍼런스 

미 국립교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 NIC)는 매년 특정 주제로 “가상현

실컨퍼런스(virtual conference)”를 개최하여 컴퓨터를 통해 주제에 관한 발표를 온라인으

로 실시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29) 2015년에는 컨퍼런스 주제를 교도관의 

웰빙으로 선정하고 “New Directions in Corrections: Staff Wellness”를 개최하였다. 발표

자들은 교도관 스트레스 현황, 원인, 결과, 대응현황, 바람직한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2) 전국 교정직원 건강에 관한 심포지엄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UMass Lowell 대학의 “Center for the Promotion of Health 

in the New England Workplace(CPH-NEW)”는 피고용인들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

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630) 2014년부터 대학과 협력하

여 교정직원들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심포지엄인 “전국 교정직원 건강에 관한 심포지

엄(National Symposium on Corrections Worker Health)”을 개최하고 있다.631) 1차는 

오리건 주 포트랜드에서 2014년에 개최되었으며, 2차는 2017년 세인트루이스에

서,632) 3차는 2019년에 개최되었다. 학자, 교정 실무자, 교정조직 리더, 관련 정부기관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교정직원들의 안전, 건강, 웰빙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 

논의한다. 2019년에는 보스턴의 Suffolk 대학에서 개최되었으며, 코네티컷, 펜실베이

니아, 미주리 주 교정국의 사례발표, 국립 사법연구소, 국립 노동연구소의 관련 현황, 

교정직원 스트레스와 건강에 관한 학자들의 논문 발표 등이 이루어졌다. 

Environmental Medicine, 53(9)(2011), p.1040. 

629) https://nicic.gov/new-directions-corrections-staff-wellness-nics-second-virtual-conference

(최종접속일 2019. 9. 10.).

630) https://www.uml.edu/Research/CPH-NEW/About/(최종접속일 2019. 9. 10.). 

631) https://www.uml.edu/research/cph-new/resources/2019-corrections-worker-national-

symposium.aspx(최종접속일 2019. 9. 10.).

632) https://www.uml.edu/research/cph-new/symposium-corrections-worker-health.aspx(최종

접속일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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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정직원의 주관적 안녕감 증진 프로그램633)

1) 동료 지원 프로그램(Peer Support program)

동료지원 프로그램은 근무 중 생긴 일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는 직원에게 정서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동료를 모집하여 훈련시킨 후 그들이 멘토링을 실시하

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연계시켜준다. 

매사추세츠 교정국은 “Employee Assistance Services Unit(EASU)”을 동료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30년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위기상황에 처한 교도관과 가족

을 지원하는데, 9명의 동료 상담사가 3군데 교도소에서 365일 24시간 내내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교도관 자신 혹은 가족의 결정, 교도소 내외부 기관의 

권고로부터 가능하다. 동료 상담사는 전문 치료사와 함께 활동한다. 

오리건 교정국은 “Emergency Staff Services(ESS)”팀을 14개의 오리건 교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약 50명의 훈련된 동료 교도관이 멘토로 활동하는데, 이들은 보안, 

행정 등 다양한 직종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교도관에 대한 상담,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동료 멘토들은 일/가족/재정/약물과 술/정신건강, 노인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wellness 훈련을 받아야 한다. 공식적으로라기보다는 비공식

적인 방식으로 운영하여 동료 교도관들이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며 비밀

유지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교도관들의 가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통해 

오리건 교정국은 가정폭력 상담사와 군 동료지원관도 고용하였다. 

로드아일랜드 교정국은 “Correction Stress Unit”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 교정직원이 

전문기관의 훈련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동료 수형자의 멘토로 활동한다.634)

코네티컷 교정국은 2014년부터 “Peer Mentor Program – Peer to Peer”을 운영하고 있다.

2)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

미국 오리건 교정국은 두 개의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직원의 신체건강과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직원의 비만, 고혈압, 나쁜 식습관, 수면장애 등에 대해 

633) https://www.wcmt.org.uk/sites/default/files/report-documents/Kelly%20D%20Report%202

016%20Final.pdf(최종접속일 2019. 9. 30.).

634) P. Finn, Addressing Correctional Officer Stress: Programs and Strategie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in cooperation with the Corrections Program Office, Washington DC, 2001,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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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을 실시하고, 실내 체력실을 구비하였으며, 외부 기관과의 협력으로 외부 체력실

도 사용 가능케 하였다. 

3) 외부 전문기관의 상담과 지원 

교정국은 EAP 프로그램을 통해 최일선 교도관의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를 찾아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을 돕고자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스트레스 관리 전문기관과 계약을 맺고, 업무 관련 혹은 

개인적인 사안으로 고통받는 직원을 위해 무료로 비밀유지적인 평가, 상담, 필요기관 

회부,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ACT의 2013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4천개의 미국 

교도소 중에서 100개의 교도소가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연방교정국의 “National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연방 교정국 소속 

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무료 상담, 정신건강 서비스, 법적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교정국은 “Counseling Team”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카운슬링 회사와의 

계약을 맺고 교정직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635) 오리건 교정국

은 cascade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중요사건 대응팀(Critical Incident Response Teams, CIRT) 

미국의 모든 교도소에 중요사건 대응팀이 있다. 화재나, 폭동, 인질, 수형자 자살과 

죽음, 심각한 직원 공격, 직원의 죽음, 탈출과 탈출 시도 등 교도소 내에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사건들을 중요사건(critical incident)이라고 규정짓고 본 대응팀은 이러한 

중요사건을 겪은 직원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건 발생 후 사건에 

대한 논의와 관련직원 상담, 사후관리 등을 관할한다. 

코네티컷 교정국은 “Critical Incident Stress Response Team(CISRT)”을 통해 다른 

교정국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서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겪은 교정직원들을 지원

하며, 이는 1990년대 중반부터 운영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 교정국은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으로서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635) P. Finn, Addressing Correctional Officer Stress: Programs and Strategies,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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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원 정신건강 관리

오리건 교정국은 교정직원들에게 명상훈련(mindfulness training)을 제공하고 있

다.636) 10주 프로그램으로 비영리 단체인 “Center for Mindfulness in Corrections”에

서 용서, 실제적 의사소통, 스트레스 관리 등을 명상을 통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미시건 교정국은 교도관의 높은 자살과 스트레스 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건강프로그램(wellness program) 매니저 역할을 할 정신건강 전문가(mental health 

professional)를 고용했다.637)

미시건 교정국은 교도관의 높은 이혼율과 자살률, 낮은 수명, 일반인의 경우 3~5%

가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을 교도관은 27%나 

겪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교도관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건강 프로그램 매니저는 동료 지지(peer support), 목사(chaplain program)와 함께 

외상적 사건 후 스트레스 관리(traumatic incident stress management program) 프로

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미시건 교정국은 이러한 조치와 함께 향후 교정직

원 부족과 이로 인한 의무적 초과근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2017년 개최된 “전국 교정직원 건강에 관한 심포지엄(National Symposium on 

Corrections Worker Health)”에서 코네티컷 교정국은 교정직원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

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다.638) 

▪ “Quality of Work Life Committees(QWL)” : 모든 교정시설에서 운영되는 교정직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여행, 식사, 자선행사 등 구성원들이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스트레스

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 “Employee Wellness Committe” : 직원의 자살 급증에 따른 대응으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교도소장, 다양한 교섭 유닛 구성원, 인력부서 직원, 일선 교도관 등으로 

구성되며, 약물, 자살, 가정폭력, 정신건강, 우울, 비만들의 문제에 대응한다. 

이러한 지원 외에도 오리건 주의 Coffee Creek 교도소는 새로운 직원을 위한 가족 

오리엔테이션의 밤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들에게 교도관의 일에 관해 설명하고, 가족

636) http://mindfulcorrections.org/mbwr/(최종접속일 2019. 9. 10.).

637) https://www.apnews.com/86c4da4fecf74e8b933919e1e4fb6f88(최종접속일 2019. 9. 10.). 

638) https://www.uml.edu/docs/1_NCC_all%20combined_tcm18-280441.pdf(최종접속일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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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건강한 삶에 대해서 발표하여 교도관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의 필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제5절 | 시사점

본 절에서는 해외 행형의 인권보장역량 증진을 위한 제도적 측면, 물적 측면, 인적 

측면에서의 개선 사례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교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각 3대 영역별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행형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시사점 

행형의 제도적 개선 사례들로부터 ① 인권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 ② 수형

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③ 소수자 

수형자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 ④ 수형자 지원 민간단체

와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수용자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인권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 수형자들이 교도소의 처우에 대한 소송은 대부분 ｢헌법｣에 보장된 권리 위반으

로 행해진다. 미국의 경우에는 1957년 제정된 ｢민권법｣(civil right act)에 의거해서, 

영국의 경우에는 1998년 제정된 ｢인권법｣(Human Rights Act)에 의거해서 수형자들

은 불만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만으로 

수형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 ｢민권법｣을 통해 

수형자들이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현실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법무부 민권국에 ｢민권법｣ 위반에 대해 불만을 제시할 수 있다. 영국은 ｢인권법｣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수형자들의 인권위반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수형자들은 ｢인권법｣에 제시된 조항들을 교도소에 적용하여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이 어떤 조항에 위반되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국내 법원과 

이를 넘어 유럽 인권재판소에 사건을 가져갈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구체적이고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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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인권을 제시함으로써 수형자들의 인권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통해 수형자들

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적인 상황들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형자가 직면한 수형자 간 인권침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법을 제정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교도소강간 근절법｣(Prison Rape Elimination Act, PREA), 

｢First Step Act｣, 워싱턴 주의 ｢여성 수형자를 위한 조산술과 듈라 서비스에 관한 

법｣ 등은 수형자의 직접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이다. 2003년 제정된 미국의 

｢교도소강간 근절법｣은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노력과 정기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본 법령은 LGBT 수형자 

보호에도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8년 제정된 연방법인 ｢First Step Act｣

는 임산부 수형자에 대한 계구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있으며, 워싱턴 주의 여성 

수형자 관련법은 임산부 수형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력자인 듈라제도를 합법화하였다. 

｢헌법｣이나 ｢인권법｣ 같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법령도 필요하지만, 수형자만이 겪는 

특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령 제정도 수형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셋째, 소수자 수형자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

럼 미 국립 교정연구소는 2015년 LGBT에 대한 처우와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했으며, 미 연방 교정국 역시 2017년에 트랜스젠더 수형자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미 법무부는 2010년에 미국 장애인법(ADA) 수형자 규정 “prison and jail-specific 

ADA regulations in 2010. 28 C.F.R. § 35.152”를 제정하여 장애인 수형자들의 필요에 

부합되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뉴질랜드 교정국의 홈페이지 상에는 장

애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들 수형자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받았던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지역의 “장애인 지원 

지역 건강 위원회(District Health Board disability and support services)”가 부담한

다. 2015년 영국 보건복지부 Health And Justice팀은 학습장애 수형자 처우에 대한 

의료진 위한 가이드북인 �Equal Access, Equal Care Guidance for Prison Healthcare 

Staff treating Pati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을 발행하였다.

또한 장애 수형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교정국은 지적장

애나 낮은 인지기증, 뇌 손상, 자폐, 치매, 시각과 청각손상, 신체장애, 약한 노인 

등 장애를 가진 수형자의 추가적인 필요지원을 담당하고자 “전국 장애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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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wide Disability Services, SDS)”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도소 내에 세 개의 “추

가적 지원 유닛(Additional Support Units, ASU)”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Gartree 교도

소는 IQ 70 이하의 학습장애 수형자 위해 TC+(Therapeutic Community 플러스) 프로

그램을 통해 학습장애를 가진 수형자를 위한 치료적 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를 운영하고 있다. 

넷째, 수형자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수형자의 인권

은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해 개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수형자들이 교도소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각 사회에서 수형자의 인권을 이슈화하고 이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국회가 

관련 입법을 하고 관련 국가 기관이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압력단체의 역할도 수행하

였으며, 조사와 연구를 통한 보고서도 발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다. 

영국 Penal Reform International의 캠페인과 법안 제안 연구 및 Global Prison Trend 

발행, 비영리 법률회사인 Prison Law Office의 수형자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무료 

소송을 지원, 전통적인 인권단체인 Human Right Watch와 Amnesty International의 

수형자 인권보호와 교도소 개선 운동 등 수형자의 일반적인 인권신장을 위한 시민단

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소수집단 수형자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도 활발하다. LGBT 

수형자와 장애인 수형자, 여성 수형자의 보호와 인권보장도 시민단체의 활동과 지원

이 큰 역할을 했다. Justice Detention International, Prison Policy Initiative, Irish 

Penal Reform Trust의 LGBT 수형자 옹호,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NAMI)

의 정신질환 수형자에 대한 지원과 구금 감소를 위한 활동, 국가 교도소 프로젝트

(National Prison Project)를 통해 미국 내 수형자 개선을 위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시민자유연대 ACLU의 의료처우, 정신병 처우, 독방구금, 여성 수형자, 

LGBT 수형자 인권개선 캠페인 등은 대중의 인식은 물론 정치권의 인식을 개선하고 

수형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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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형의 물리적 조건 개선을 위한 시사점 

행형의 물리적 조건 개선 사례들로부터 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교정의 가장 중요

한 이념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② 시설 개선 프로젝트

에는 건축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 ③ 전문 의료처우 시설을 포함한 교정 

복합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는 점, ④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노르웨이의 Normality 정책과 재정적 투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는 교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정교화와 개선 및 

성공적 사회복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적으로 실현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 교정국은 이러한 교정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2~3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교정시설 개선을 이루었다. 5성급 호텔이라는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교정국은 Normality639)를 표방하여 교정시설

의 환경과 사회의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함으로써 출소 후 재범억제를 통한 성공적

인 사회복귀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은 다른 국가의 재범률 

보다 2~3배가 낮은 20%의 재범률 수치가 증명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연구자인 

Labutta(2017)가 노르웨이 할덴 교도소의 수형자들은 교도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하

는가 보다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하는 가를 배우게 된다고 지적한 것은 향후 

우리나라 교정이 지향하는 교정교화의 답을 주고 있다. 

둘째, 교정시설 개선을 위한 건축가 및 건축 디자이너의 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교도소 환경 개선에 있어서 현장 실무자와 연구자는 물론 건축가/건

축 디자이너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영국의 교정시설 개선에 있어서 건축디자이

너 들은 교정국과의 협력을 통해 교도소 설문조사와 교도소 현장 방문과 조사를 통해 

실효성있는 교도소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미국의 경우 Butner 연방 교도소를 

디자인한 건축회사인 Moseley Architects사, 블렛소 카운티 교정 복합단지를 디자인

하고 건축한 DLR 그룹 모두 회사 내에 형사사법 및 교도소 건축팀을 구성해 구치소, 

639) 노르웨이 교정국 홈페이지에는 Principle of Normality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처벌은 자유

의 제한이다. 따라서 수형자의 모든 다른 권리는 노르웨이에 사는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모든 

권리를 가진다. 형을 복역하는 동안 교도소 안에서의 삶은 최대한 외부의 삶과 유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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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법원 등을 전문적으로 디자인하고 있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의 건축가

와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Prison, Architecture and Humans�라는 책 발간을 통해 

환경 개선을 통한 수형자 인권보장에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강하게 표명한 바 있다.

셋째, 전문 의료처우 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교정 복합단지를 건설함으로써 종합적

인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 미국 Butner 연방 교도소는 대규모의 타운을 형성하여 

1개의 low 경비등급 교도소, 2개의 medium 경비등급 교도소, 전문의료동을 배치하였

다. 전문 의료 동에는 암, 행동과학, 마약치료 전문 시설을 갖추었다. 블렛소 카운티 

교정 복합단지도 4개의 medium 경비등급 교도소, 1개의 maximum 경비 등급 교도

소, 1개의 여성 교도소, 입소진단센터 및 교육시설과 의료시설 동을 갖춘 대규모 타운

의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정시설이 이러한 대규모 복합단지를 형성할 수는 

없지만 도(都) 별로 1개의 복합단지를 형성하여 전문적인 의료처우와 이용가능성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넷째, 노르웨이 교도소 개선 사례로부터 물리적 개선과 더불어 교정직원 변화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노르웨이는 대대적으로 교도소 시설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상호존중과 공존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노르웨이 할덴 교도소에서는 normality 원칙에 입각

하여 수형자와 교도관이 함께 식사하고, 운동하고, 게임을 즐긴다. 노르웨이 교도관은 

수형자를 위한 멘토와 롤 모델이 되도록 2년간의 훈련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2010년 

개관 이래로 단 한건의 폭력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상호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이를 출소 후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시설 

개선에만 치중하였고 교도관과 수형자가 한 공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생활하

는 방법을 간과하였다. 노르웨이 교도관과 수형자의 상호존중 관계성은 우리나라 교

정시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행형의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 

행형 담당자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 역량 강화 사례로부터 ① 연구에 기반을 둔 

인권보호 훈련 매뉴얼 개발, ② 신입 교정직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기간, ③ 소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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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에 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행형 담당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적 지원을 통한 인적 역량 강화 

사례로부터는 ① 교도관 웰빙 증진 행사, ② 동료 멘토링 프로그램, ③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 ④ 외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전문적 도움 제공, ⑤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중요사건 대응팀 운영, ⑥ 교정직원 정신건강을 위한 명상훈련과 전문가 고용 

등이 행형 담당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증진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우선 행형 담당자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 역량 강화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살펴보자.

첫째, 교정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해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여한 연구기반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에 유엔은 교도소 직원은 매일 인권을 경험하고, 인권을 

실행에 옮기며 인권보호를 위한 최일선에 있기에 수형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정직원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교도소 직원을 위한 인권 훈련 

매뉴얼(Manual on Human Rights Training)”, 2010년에는 교도소 리더를 위한 핸드북

인 “국제규칙과 규범을 토대로 한 교도소 관리자를 위한 기본적 훈련 도구와 커리큘

럼”을 개발하였다. 2002년 영국에서는 King’s College의 International Centre for 

Prison Studies에서 교도소 관리에서의 인권에 기반한 접근 방법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 교도소 직원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에 관한 정보를 담은 핸드북(A 

Human Rights Approach to Prison Management Handbook for prison staff)을 개발

하여 교정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신입 교정직원의 교육기간이 확대되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신입 교정직원의 교육기간을 살펴보면 아일랜드는 1년, 핀란드는 1년 4개월, 독일

은 2년, 노르웨이는 2년 등 우리나라보다 더 장기간의 교육과 연수를 받게 된다. 노르

웨이에서는 Staff Academy에서 2년 동안 범죄학, 심리학, 법학, 윤리학, 영어, 체육, 

사회복지, 사회통합, 인권 등을 배우고, 보안훈련과 폭동 대응 훈련을 받는다. 수형자

의 재범을 막기 원한다면 교도관이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장기적이고 전문적

인 교육의 이유였다. 

셋째, 교정직원들이 일선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포괄적인 교육을 받는 것과 더불어, 

각 소수집단 수형자에 대한 특별한 교육도 추가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미국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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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근절법｣은 교정직원들이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하도록 특별히 개발된 교육 훈련

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 법무부는 “트랜스젠더 수형자 매뉴얼(Transgender 

Offender Manual)”을 개발하여 교정직원들이 트랜스젠더 수형자 처우에 대해 특별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미 국립 교정연구소(NIC)의 LGBT 정책 가이드북, 유엔 

마약 및 범죄국의 �특별처우가 필요한 수형자에 관한 핸드북�, 이외에 LGBT, 장애인 

지원단체의 핸드북과 툴킷은 모두 해당 소수집단 수형자의 인권과 처우에 대해 교정

직원이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음은 행형 담당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적 지원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이다. 

첫째,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같은 국립 연구소와 대학 연구소들이 교도관의 스트레

스와 웰빙에 관한 연구 및 심포지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미 국립 사법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는 �Correctional Officer Safety and Wellness 

Literature Synthesis� 보고서를 통해 교도관의 웰빙과 안전을 위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미 국립 교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 NIC)는 

2015년에 교도관 웰빙을 주제로 “가상현실컨퍼런스(virtual conference)”를 개최하였

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UMass Lowell 대학의 “Center for the Promotion of Health 

in the New England Workplace(CPH-NEW)”는 2014년부터 대학과 협력하여 교정직

원들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심포지엄인 “전국 교정직원 건강에 관한 심포지엄

(National Symposium on Corrections Worker Health)”을 개최하고 있다. 

둘째, 정신건강 전문가가 교정직원의 스트레스와 웰빙을 위해 활동하는 것도 필요

하지만,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동료 교정직원을 훈련시켜 멘토로 활약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사추세츠 교정국은 동료 멘토링 프로그램 “Employee Assistance 

Services Unit(EASU)”을 30년 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위기상황에 처한 교도

관과 가족을 지원하는데, 9명의 동료 상담사가 3곳의 교도소에서 365일 24시간 내내 

전문 치료사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동료 멘토링 프로그램은 오리건, 로드아일

랜드, 코네티컷 등의 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셋째, 교도관의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노르웨이 할덴 교도소는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여 교도관과 수형자가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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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 교정국은 두 개의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직원의 신체건강과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직원의 비만, 고혈압, 나쁜 식습관, 수면장애 등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실내 체력실을 구비하였으며, 외부 기관과의 협력으로 외부 체력실도 사용 

가능케 하였다. 

넷째, 외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전문적 도움 제공이 필요하다. 미국의 연방 

교정국은 Employee Assistant Program(EAP) 프로그램을 통해 최일선 교도관의 생산

성을 높이고,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를 찾아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을 돕고자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스트레스 관리 전문기관과 

계약을 맺고, 업무관련 혹은 개인적인 사안으로 고통받는 직원을 위해 비밀을 보장하

는 무료 상담, 필요기관 회부,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교정국은 

“Counseling Team”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카운슬링 회사와의 계약을 맺고 교정직원

과 그 가족들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리건 교정국은 “cascade” 회사와 

계약을 통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중요사건 대응팀 운영이 필요하다. 교도소는 트라우

마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에 이러한 상황을 

겪은 직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모든 교도소에는 

중요사건 대응팀이 운영되고 있다. 화재나, 폭동, 인질, 수형자 자살과 죽음, 심각한 

직원 공격, 직원의 죽음, 탈출과 탈출 시도 등 교도소 내에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사건들을 중요사건(critical incident)으로 규정짓고 본 대응팀은 이러한 중요사건을 

겪은 직원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네티컷 교정국은 “Critical 

Incident Stress Response Team(CISRT)”, 펜실베이니아 주 교정국은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Program”을 통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교정직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섯째, 트라우마를 겪은 직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평소 직원들의 정신건강

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오리건 교정국은 교정직원들에게 

명상훈련(mindfulness training)을 제공하고 있다. 10주 프로그램으로 비영리 단체인 

“Center for Mindfulness in Corrections”에서 용서, 실제적 의사소통, 스트레스 관리 

등을 명상을 통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미시건 교정국은 교도관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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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과 스트레스 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건강프로그램(wellness program) 매니저 

역할을 할 정신건강 전문가(mental health professional)를 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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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종합 평가

1.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제도적 역량’ 평가

국제규범에 비추어 볼 때, 국제규범에서 제시하는 요소의 대부분을 수용하여 반영

하고 있는, 즉 국제규범의 국내법규화 정도가 ‘양호’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수용 질서

에서는 ‘위험성에 따른 구분수용’,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에 있어서는 기본원칙인 ‘정상

성의 원칙’과 의사의 역할 중 ‘수용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수용자의 건강상태 보고’ 

항목이 2014년 국제규범 기준 평가결과와 달리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형자 

처우 영역 중 교도작업 부분에서는 ‘본질’, ‘부과에 있어서 금지되는 사항’, ‘내용상 

유사성’ 항목이 양호하였고, 수형자 처우에 있어서는 ‘갱생보호’ 관련 규정이 잘 정비

되어 있어 양호하다고 평가되었다.

국제규범에 비추어 볼 때, 국제규범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과 그밖에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몇 가지 요소의 반영이 불충분한, 국제규범의 국내법규

화 정도가 ‘대개 양호’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수용 질서 영역에서 ‘수용 지역’, ‘보호장

비 사용’, ‘외부 인력의 투입’, ‘규율과 징벌에의 수용자 관여금지’ 항목이 ‘대개 양호’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영역에서 ‘의사의 역할’과 ‘위생상태 관리

업무’ 항목도 ‘대개 양호’로 평가되었다, 수형자 처우 영역에서는 ‘교도작업에 대한 

수당 등’ 규정과 ‘수용자의 지위’ 관련 규정 그리고 ‘수용자의 이송과 관련된 보호조치’

가, 소수수용자 영역에서는 전 항목이 ‘대개 양호’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소년수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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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규모설정만 ‘대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는 ‘출소 

준비’ 항목만 ‘대개 양호’하다고 보았다.

국제규범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령과 행정규칙 및 제도상 관련 규정이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국제규범의 핵심 요소를 제외한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는, 즉 국제규

범의 국내법규화 정도가 ‘미흡’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영역에서 

‘의료의 기록화’ 항목, 수형자 처우에 있어서는 ‘교도작업에서 수형자 보호’ 항목과 

‘처우와 사회화’, ‘사회적응 프로그램’ 마련이,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 감독에 

있어서는 ‘법률가의 조력 등’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다음으

로 소년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와 강제력 제한’, ‘징벌절차’, ‘사회복귀’, ‘직원의 전문

성’ 항목 관련 규정이 ‘미흡’하였으며, 여성수용자의 ‘이송’, ‘신체제한장치’, ‘평가와 

분류’, ‘정신건강’, ‘인력과 훈련’ 항목이 ‘미흡’하다고 보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영역에서는 의료 관련 규정의 정비가, 

수형자 처우 영역에서는 교도작업의 안전과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관련해서는 수용자가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령의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소년수용자에 관해서는 수용 질서, 수형자 

처우, 교정직원의 직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수용자

에 관해서도 남성수용자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의 정비가 요구된다.

2.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 평가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중 ‘물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내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물적 요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교정시설의 환경적 개선 

현황,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평가를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

사과에서 매해 실시한 법무부 소속 구금시설 실태조사(2010~2018년) 중 물적 요소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와 교정통계연보, 그리고 법무부 교정본부의 협조로 

수집한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첫째, 수용자의 의식주, 즉 기본적 생활을 위한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은 2010년 

이후로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의류’, ‘목욕･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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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에 대한 불만족도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행형기관은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물적 토대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혹서기에 대비하여 수용공간의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 및 확충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의 좋은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용자의 급격한 요구 증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정시설 의료인

력 확충과 정신질환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셋째, 교정시설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 영역에서는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정본부는 수용거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난방 방식과 변기를 교체하는 작업과 실내온도의 적절한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수용동 내외부의 단열재 보강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석면 

제거를 통해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스프링클러 설치와 내진 보

강을 통해 화재와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는 모습은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 발휘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안전 강화 작업은 관련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적 역량의 발휘는 제도적 역량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넷째,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에 대해서는 두 층위에서 평가해

야 할 것이다. 우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수용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에 있어서 교정본

부는 내부 역량으로서의 물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이전･신축과 같이 증축 및 리모델링에 비해 재정적 투입이 많고 이전･신축 

부지가 소재한 지역의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교정본부의 물적 역량

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정본부가 주체적으로 지역사

회나 정부 내 타 부처와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외부 역량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다섯째, 교정본부는 적정한 인력 증원을 통해서 수용자 처우 향상과 교정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해야 한다. 현행 인력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

로 인해 현행 4부제 근무 체계는 그 취지가 퇴색되었고, 초과근무가 관행화되어 교정

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에 수용자의 휴일 접견 및 운동, 외부의료시설 

이용 증가 등으로 더 많은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교정공무원 증원은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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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이라는 점에서 교정본부의 외부역량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3.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인적 역량’ 평가

본 연구에서는 전국 19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정공무원 864명을 대상으

로 수용자 인권보장과 관련된 교정공무원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일반적인 인권의식 및 수용자 인권현황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보호 상황에 대하

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용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보장’, ‘교정시설

의 위생문제’, ‘수용자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수단의 마련’, ‘서신 발송 등 통신비밀의 

보호’, ‘보호장비의 제한적 사용’, ‘교정공무원의 높은 인권의식’에 대한 항목에서 수용

자의 인권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거나 수용자의 의료처우가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교정공무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무기간이 길어질

수록, 직급이 오를수록 수용자들의 전반적인 인권보장 상황에 대하여 더 많이 염려하

고 있으며 현재 처우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인권의식을 점검해보면,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최소한의 처우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다. 관련 법규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하거나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보균 수용자 및 서신교환의 권리 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정공무원

의 연령이 낮을수록,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직급이 낮을수록 수용자 처우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컸다. 반면에 인권청원업무의 경험이 

있는 교정공무원은 해당 경험이 없는 교정공무원에 비하여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지

수가 높게 나타난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진정･청원 관련 경험 및 그에 관한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교정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용자에 의한 피고소･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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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교정사고 발생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 직무 수행 중에 한번이라도 수용자로부터 청원이나 고소, 고발, 진정, 

폭행, 협박 중에 한 가지라도 경험한 교정공무원의 비율은 55.1%(474명)로 과반을 

차지한다. 이처럼 교정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용자의 고소, 고발, 진정, 청원,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

교정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용자들로부터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피해

를 당하는 경우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진정 등에 따른 조사로 인한 

번거로움을 경험하거나 억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분의 2 가량

(64.1%, 303명)이 교정공무원이 된 것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진

정･청원 및 고소･고발 피해를 경험한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등의 발생 원인이 교정공무원의 실수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수용자의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을 당한 교정공무원의 3분의 1 가량

(37.6%, 116명)이 진정 등을 취하시키기 위해서 관련 수용자에게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한 가지 이상의 수용생활 편의(독거실 사용, 사회복지과 영치금 지원, 외부진

료, 취업장 출력 등)를 제공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정･청원의 증가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들이 진정이나 청원을 많이 하는 것은 수용자들

이 수용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정이나 청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수용자들이 처우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았다. 상대적으로 수용자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졌다거

나 교정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 비율이 높지 않다. 특히, 

교정공무원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과오를 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4.5%, 39명).

교정공무원들은 진정･청원 등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혐의 없는 사건이나 

무고한 사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청원, 진정 등이 상급 기관이

나 서로 다른 기관에 동시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갖고 있다. 또한 교정기

관 차원에서 법률전문가가 소송을 지원하고 자문을 확대해주길 원하고 있으며, 진정

이나 청원의 결과로 인용이나 시정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 기관 차원에서 해당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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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큰 부담을 갖지 않고 대응해주기를 기대한다.

넷째,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인식 및 수용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정공무원들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1년 동

안 교정시설의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잘 알고 있었다. 교정공무원은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해당 내용의 이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청원업무를 경험했던 교정

공무원은 해당 업무 경험이 없는 교정공무원과 비교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인지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교정공무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해당 결정례가 교정 현실에 있어서 적절

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높은 비율(15%~30%)을 차지했다. 국가인권

위원회 결정례를 알고 있으나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수용자들을 직접 대면

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 처우나 계호를 하는 과정에서 시정권고 내용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대부분의 문항에서 교정공무원의 연령

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적절하

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다섯째,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인권교육 현황 및 그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교정공무원은 9급이나 7급 신규임용 시에 법무연수원에서 직무 

관련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7급이나 6급 승진 시에도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의 4분의 1 정도만 추가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교정공무원은 직무 관련 인권교육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

하고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국가인

권위원회 결정례 권고내용의 상당부분이 교정공무원의 인권교육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한 교정공무원의 인권의식이 수용자의 인권보

장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법규 해석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하거나 HIV(인체면

역결핍바이러스) 보균 수용자 및 서신교환의 권리 등에 대해서는 왜곡된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교정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은 상당부분 그 취약점을 찾아 

보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정행정 전반의 선결 과제에 대한 주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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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다. 교정공무원들은 현재의 교정처우 여건에서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강

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밀수용의 개선’이나 ‘낙후된 교정시설의 환경 개선’과 

같은 교정기관의 시설적 측면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교정공무원의 업무량 조정 및 처우개선’이 시급하며, 이외에는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교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교정공무원들은 ‘수요에 맞는 인권교육 강화’와 같은 요인은 수용자의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4. 군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군 행형기관의 역량 종합 평가

가. 군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역량 평가

군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군 행형기관의 제도적 역량은, 행형에 필요한 법규에 

미비점으로 인해 낮게 평가된다. 군 행형기관의 제도적 역량에 있어서는 ‘군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및 처우의 표준화’, ‘교정관계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군행형법｣ 개정’, 

‘군 행형 담당자의 권한･책임의 법제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첫째, 군 행형 실제에서는 군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에 관한 수칙과 처우 실무가 

각 시설별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군내 어떤 시설에 

수용되느냐에 따라 기본적 생활의 질이나 받게 되는 처우가 달라진다면 이는 법의 

공정한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형집행법｣은 교정관계 국제규범의 주요 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을 꾸준히 

개정되어 왔지만 ｢군형집행법｣은 그렇지 못했다. 군 수용자가 ｢군형집행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용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민간인 수용자의 법적 지위에 비해 열등

하다면 이는 엄연한 차별이 된다. 따라서 군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및 처우에 관한 

법규 및 제도를 민간 영역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셋째, 군 교도관 등의 직무에 필요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 교도관 등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군형집행법｣상 교도관

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교도병은 병사이자 교

도 실무자라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근무상의 고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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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등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군 수용자 처우를 시행함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혼선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군 교도관 

등은 군 수용자 처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다.

한편 수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진정･청원 제도는 현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군 행형시설에 대한 감독 시스템 구축은 군 당국의 무관심

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군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물적 역량 평가

군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군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 군 행형시설은 시설의 노후화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군 수용자의 생활공간, 즉 물리적 환경의 수준은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군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에 있어서는 현대화와 표준화가 시급하다. 

국군교도소 등 일부 군 교정시설은 지나치게 노후화되어서 그 시설 안에 갇혀 생활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군 수용자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국군교도소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필요 시설을 잘 구비하고 있으며 사이버 교육장과 같이 

민간교도소에 비해 더 나은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국군교도소의 의료시설에는 

진료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의료 장비가 노후화되었다. 의료 인프라의 부재는 군 

수용자의 건강권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군 행형시설은 정량화

된 평가조차 어려울 정도로 시설별로 물리적 환경이 매우 다르다. 시설의 건설 시기에 

따른 노후화 정도의 차이를 차치하더라도, 거실과 각 시설의 형태, 설비 등이 천차만별

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곧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 영창제도 폐지를 군 행형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현대화하

고 표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영창 시설의 구치소 기능만을 

살려 각급 부대에 산개한 영창을 통폐합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구치소 기능에 적합한 표준화된 시설 기준을 세워 전면적인 신축을 진행하는 일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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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인적 역량 평가

군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군 행형기관의 인적 역량은, 군 행형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군 행형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급선무이다. 특히, 교정인력으로서 정규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교도병들이 일선 

교정 현장에 투입되어 수용 관리를 하는 것은 수용자와 교도병 쌍방에게 모두 부담으

로 작용한다. 교정 인력이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수용자들의 몫이 된다. 물론 해당 인원이 민간 교정시설에 방문하여 교정공무원 직무 

수행을 참관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역량 강화 노력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개인차가 크고 효과성에도 한계가 있다. 따

라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바와 같이 군이 교정 업무를 주무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정인력의 역량 강화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이처럼 직무 역량 강화가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되면 개별 교도관들의 부담만 증대되

고, 수용자들의 기본권과 처우도 일관성 있게 보장되기 어렵다. 따라서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군 교도관 등을 위한 인권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군은 물적, 운영･제도적 요소를 잘 갖추어도 이를 실제로 운용할 인적 요소가 적정 

수준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교정교화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평시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교정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적

인 군 교정인력의 양성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제2절 |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강화 방안 제언

아래에서는 앞서 살펴본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물적･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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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제도적 역량 강화 방안

가. 교정관계 법규 및 지침 정비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제규

범의 국내 법규화가 ‘미흡’하였거나 ‘대개 양호’하다고 평가된 항목들을 ‘양호’ 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개선 입법과 법규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미흡으로 평가된 항목 

중 의료, 권리구제, 보호장비 및 강제력 사용, 징계절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집중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표 2-2-6] 참고). 이러한 영역에서 법규를 통한 제도

화는 행형 과정에서의 인권시비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법무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1조의 개정을 통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HIV 보균 수용자 관리의 방식과 내용을 규정한다면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

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HIV 보균 수용자를 분리 수용하고 해당 수용자의 

개인 병력이 다른 수용자들에게 유출된 사건에서 교도소 측은 이 분리 수용이 법무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1조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640) 그런데 법무부 ｢수용

자 의료관리지침｣ 제11조 제2항은 “감염자 또는 감염의심자는 분리 수용하는 등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의 표제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

자의 관리’이기에 분리 수용 등의 대상인 ‘감염인 또는 감염의심자’는 치료제 복용으로 

HIV 검출이 되지 않는 HIV 보균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이 나타

난 환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해당 지침 제11조에서 

분리 수용 등의 조치가 필요한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장애수형자나 성소수자수형자 등의 처우가 인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최근

의 국내 교정 현실에서 소수수형자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법규와 지침 등이 필요하

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 법무부가 2010년에 마련한 장애인법(ADA)수형자 규정은 

장애수형자들의 필요에 부합되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뉴질랜드 교정국

은 교정시설 소재 지역의 ‘장애인 지원 지역 건강 위원회(District Health Board 

disability and support services)’의 비용 부담으로 장애수형자가 사회에서 받았던 

640) 이정구, “에이즈와 다른데… HIV 보균자 입감에 난리난 서울구치소”, �조선일보� 2019. 8. 7.

자 기사(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7/2019080700175.html?utm

_source=urlcopy&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 최종접속일 201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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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처우하고 있다. 2015년 영국 보건복지부 

‘Health And Justice팀’은 학습장애를 가진 수형자 처우를 위한 의료진 가이드북을 

발행하였다. 한편 미 국립 교정연구소는 2015년 LGBT에 대한 처우와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했고, 미 연방 교정국 역시 2017년에 트랜스젠더 수형자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국내 교정 현실에 적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나. 인권기본법 제정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인권기본법은 일반 시민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수형자들

이 시설 내 처우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57년 제정된 ｢민권법｣(civil right 

act)에 의거해서, 영국의 경우에는 1998년 제정된 ｢인권법｣(Human Rights Act)에 

의거해서 수형자들이 처우의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국은 ｢인권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수형자의 인권침

해를 예로 들고 있다. 영국의 수형자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인권법 조항

들을 수형 생활에 적용하여 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볼 수 있고, 법 위반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영국 법원과 유럽 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수용자 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수용자 간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초기부터 구금시설 

내 인권 쟁점으로 지목되었고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다. 따라서 수용자 간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교도소강간 근절법｣

(PREA)이 참고할 만한 예라고 할 수 있다. 2003년에 제정된 미국의 ｢교도소강간 근절

법｣은 교도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정시설

의 대책 마련과 정기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성소수자인 수형자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물론 헌법과 형법 등 현행 법률로 수용자 간 인권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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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할 수 있다. 하지만 행형시설 내에 갇혀 공동생활을 하는 수용자들이 겪는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법령 제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라. 수용자 지원 시민단체와의 협업 체계 구축

교정 당국은 수용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교정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수형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수용자의 인권 

신장을 도모한 해외 사례는 상당히 많다. 이미 교정위원회에 시민이 참여하고 있고, 

각 교정시설은 지역 사회의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자들과 협업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

히 많다. 법부무와 교정본부는 현재의 협력 수준에 만족하기보다는 민관 협업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구금시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인간화의 

위험성을 외부의 비판과 감시를 통해 수월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행형기관

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행형기관 자체의 내부 역량에 맡기기보다는 기관 밖 주체들과

의 관계를 활용하는 외부 역량 강화를 통해서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민사회와의 협업 체계 

구축이라는 제도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2.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 강화 방안

가. 시설의 이전･신축 ‘계획’과는 별개로 ‘현재’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

한 예산 확보

물적 역량 강화의 핵심인 시설 및 설비 개선에서는 무엇보다 ‘돈’, 즉 예산이 필요하

다. 특정 교정시설의 이전･신축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현재 그 시설에서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이 떠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전･신축 계획이 있더라도 현재 시설과 

그에 시설과 설비를 구금시설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유지･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교도소와 구치소

는 상당수가 비좁고 노후하여 수용자의 생활환경과 교정공무원 직무환경은 모두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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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교도소와 구치소를 최저기준에 맞추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직접적이

고 효과적인 방법은 시설의 신축이다. 한편 교도소나 구치소 이전 및 신축 계획이 

확정되면 재정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재 시설에 대한 설비 투자가 제한된다. 그러나 

여러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도소나 구치소 신축 부지가 선정되는 단계부터 지역

사회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교정시설 이전･신축에 관한 지역사회와의 합의에 

이르는 긴 과정동안 해당 시설은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겪는다. 안양교도소나 

창원교도소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나. 제도적 역량을 통한 물적 역량 강화

물적 역량 강화는 단순히 예산의 확보만으로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없고, 물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혹서기에 대처하기 

위해 교정시설 안에(보다 정확히는 수용동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던 계획이 부정

적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것은 소요 예산 확보만으로 물적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8월과 같은 한여름의 경우 야간 수용동 실내온도는 섭씨 30도를 

오르내린다. 하지만 서론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열악한 수용환경을 ‘죗값’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은 교정시설 내 냉방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일종의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 십상이다. 더욱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 교정시

설 내 환경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으로 이들의 판단을 바꾸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여기에서 제도가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도가 인식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그 변화의 강도도 강한 경우

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숙한 시민문화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쓰레기 분리수거

는 제도가 인식의 변화를 상당히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끈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교정시설 냉방 문제로 돌아오면 교정시설 내 적정 온도에 대한 규정을 두어 교정시설 

내방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수용동 증축을 

위한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과밀수용

으로 인한 수형자의 손해를 인정하고 국가배상을 명령한 법원의 판결로 과밀수용과 

관련된 규범적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폭염과 같이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건강

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를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데에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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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역량을 발휘하여 물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전문 의료처우 시설을 포함한 교정 복합시설 건설

앞으로 고령수용자와 신체질환 및 정신질환 수용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 의료처우 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교정 복합단지를 

건설하여 교정처우의 종합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미국 버트너 연방 교도소와 

블렛소 카운티 교도소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대표적인 교정 타운이다. 버트너 연방 

교도소에는 여러 경비등급의 교도소뿐만 아니라 암･행동과학･마약치료 전문 시설을 

갖춘 전문 의료동이 있고, 블렛소 카운티 교도소도 여러 경비등급의 교도소와 함께 

여성 교도소, 입소진단센터 및 교육시설과 의료시설 동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정시설이 이러한 대규모 복합단지를 형성할 수는 없지만 도별로 1개의 교정 

복합단지를 형성하여 전문적인 의료 처우를 포함한 양질의 종합적 교정처우를 제공한

다면 외부진료 등으로 인한 교정 인력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교정 복합시설 건설에는 건축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용자

와 교정공무원의 욕구를 반영한 공간의 배치만으로도 수용자의 생활과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미국의 버트너 연방 교정 타운과 

블렛소 카운티 교정 타운을 설계하는 데에도 교도소 건축에 전문성을 갖춘 건축 회사

가 참여하였다. 이 회사들은 사내에 형사사법 및 교도소 건축팀을 구성해 구치소, 

교도소, 법원 등을 전문적으로 디자인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건축디자이너들이 

교정국과 협력하여 교도소 설문조사와 교도소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교도소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의 건축가와 연구자

들이 협력하여 Prison, Architecture and Humans 책의 발간을 통해 환경 개선을 

통한 수형자 인권보장에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강하게 표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는 교도소 건축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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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밀수용 및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정시설 이전･신축이나 인력 증원과 같이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영역에서 교정본부가 물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적 

역량 자체의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외부적 요인과 관계된 주체들과의 협상력, 즉 

외부 역량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교정본부의 외부 역량은 교정본부

만의 독자적인 노력으로는 강화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관기관 간 이해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에도 부합하는, 국무총리실 주도 하에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법원 등을 포함하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인적 역량 강화 방안

가. 수용자의 진정·청원 오남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

교정공무원의 인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 

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교정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에 의하면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의 진정·청원의 오남용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사기저하와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다.  수용자의 진정이나 청원의 증가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와 업무량의 증가, 그리고 상습적으로 진정과 청원을 악용하는 수용자에 대

한 대응책의 미비 등으로 교정공무원의 인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는 교정공

무원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심지어 수용자의 인권은 지나치게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교정공무원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교정공무원도 상당수

를 차지한다.   

교정공무원의 이러한 태도는 수용자의 진정 및 청원의 남용에 대하여 교정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수용자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피해의식이 노출된 결과

로 해석된다. 교정당국은 당면하고 있는 진정, 청원의 오남용과 관련된 문제들에 적절

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용자 인권보장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앞서 미국의 정책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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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수용자의 진정 및 청원은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수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 즉 수용자의 악의적인 진정 및 청원의 오남용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997년 제정된 ｢수용자 소송 개혁 법｣(The 

Prison Litigation Reform Act, PLRA)에서와 같이 수용자들이 소속 교정시설이나 해당 

교정국 내에서 행정적 구제와 같은 제도들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교도소 상황

(condition)에 대한 수용자의 소송 제기를 제한한다거나, ‘삼진 아웃 규칙(three strikes 

rule)’과 같이 수용자가 제기한 소송의 내용이 심각하게 하찮은 것이거나 악의적인 

것이어서 소송이 기각된 경우가 3회 이상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수용자가 

연방법원에 민사적 소송이나 항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641) 

나. 신입 교정공무원의 직무교육 확대 및 교정공무원의 인권교육 강화

교정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외국의 교정공무원 직무교육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교정기관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신입 교정공무원 대상 

직무교육의 확대’와 교정공무원의 인권교육 강화를 제안한다.

우선, 신입 교정공무원 대상 직무교육기간이 확대되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 신입 교정공무원의 교육기간은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짧은 

편이다. 2018년도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의 「교육훈련계획(안)」에 의하면, 신입 교정

공무원 9급의 직무교육은 8주, 7급은 14주이다.642) 이와 비교하여 제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 신입 교정직원의 교육기간은 아일랜드가 1년, 핀란드가 1년 4개월, 

독일이 2년, 노르웨이가 2년으로써 우리나라보다 훨씬 장기간에 걸쳐 교육과 연수가 

이루어진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직원연수원(Staff Academy)에서 2년 동안 범죄학, 

심리학, 법학, 윤리학, 영어, 체육, 사회복지, 사회통합, 인권 등을 배우고, 보안훈련과 

폭동 대응 훈련을 받는다. 수형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에서 내실 

있는 처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전문성을 갖춘 교정공무원의 역량에 의해 좌우

되기 때문이다. 

641) 제7장 제2절 4. ‘나. 진정⋅청원 남용에 대한 제한 제도’ 참조.

642)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2019), 2019년 교정연수부 교육훈련계획(안)(내부자료).



 제8장 결 론 459

다음으로 전체 교정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정공무원들은 직무 

관련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교정조직의 

차원에서는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교정공무원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서 인권청원업무 담당자의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

럼,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그들의 전반적인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먼저 ‘인권교육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2018년도 법무연수원 집합 인권교육에 

참여한 교정공무원은 연인원 2,594명으로 이는 2018년도 말 기준 전체 교정공무원 

15,999명의 16.2%에 불과한 수치이다. 여기에 법무부 인권국 주관 인권감수성 교육인

원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교정공무원의 인권교육 기회가 적정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

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 상당수의 직원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 사이버교육에 

의존하고 있어 보다 많은 교정공무원이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인권교육의 필요

성을 느끼고 있는 교정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인권교육과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2018년도 법무연수원의 집합 

인권교육 현황을 보면, 교육인원 2,594명의 68.9%(1,788명)가 신규자 과정 등 기본교

육에 집중되어 있고, 실무에서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과정의 교육인원은 

31.1%에 불과하다. 앞으로 인권교육이 필요한 전문과정을 보다 세분화하고 그 대상인

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법무연수원의 

집합 인권교육과정에는 수용자와 가장 많이 접촉하는 실무자인 8급 승진자와 교정기

관의 과장급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들에 대한 교육과정

을 추가 개설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교정공무원 인권교육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동성애자나 HIV(인체면역

결핍바이러스) 보균 수용자 등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최근 부각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교정공무원의 취약한 인권의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

러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 역시 단조로운 콘텐츠에서 벗어나 ‘최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권고사항 강의’ 등 여러 가지 전문과정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보다 많은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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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의 교육수요에 맞추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연구에 기반을 둔 인권보호 훈련 매뉴얼 개발

교정공무원의 직무 및 인권 교육･훈련을 위해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여한 연구기반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단순히 인권의 개념, 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의 소개와 인권감수성 훈련 등을 2005년에 유엔은 교도소 직원은 매일 

인권을 경험하고, 인권을 실행에 옮기며 인권보호를 위한 최일선에 있기에 수형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정직원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교

도소 직원을 위한 인권 훈련 매뉴얼(Manual on Human Rights Training)”, 2010년에

는 교도소 리더를 위한 핸드북인 “국제규칙과 규범을 토대로 한 교도소 관리자를 

위한 기본적 훈련 도구와 커리큘럼”이 개발되었다. 2002년 영국에서는 King’s College

의 International Centre for Prison Studies에서 교도소 관리에서의 인권에 기반한 

접근 방법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 교도소 직원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에 

관한 정보를 담은 핸드북(A Human Rights Approach to Prison Management 

Handbook for prison staff)을 개발하여 교정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라.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 강화

계호 및 경비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서 상당한 시간 동안 근무하고 교정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근무 시간 외에도 돌발 

상황에 대기해야 될 때가 많다. 4교대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계호 인력 부족으로 

4교대 근무제에 상정된 휴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정공무원들은 언제나 교정사고 발생에 대한 

염려를 안고 근무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정본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외에도 교정공무원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이해와 해소 

방안에 관한 공론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립 사법연구소(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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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Justice, NIJ)나 대학의 연구소 등에서 교도관 직무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매사추세

츠 주 교정국은 연구 및 심포지엄 외에도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동료 교정직원 

간의 멘토링 프로그램인 ‘Employee Assistance Services Unit (EASU)’을 30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다. 동료 상담가의 양성은 우리나라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연

구에서도 제안된 바 있다.

또한 교정본부의 ‘긴급 심리지원’을 발전시켜 교정공무원의 트라우마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도소･구치소에는 언제나 수용자의 자살

이나 안전 사고 등 교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교정공무원들은 트라우

마를 겪을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예가 시사점이 크다. 미국의 모든 교도소에서는 화재나, 폭동, 인질, 수형자 

자살과 죽음, 심각한 직원 공격, 직원의 죽음, 탈출과 탈출 시도 등 교도소 내에서 

직원이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사건들을 중요사건(critical incident)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건을 겪은 교정직원이 일상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요

사건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코네티컷 주 교정국의 ‘Critical Incident Stress 

Response Team(CISRT)’과 펜실베이니아 주 교정국의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Program’은 교정공무원의 트라우마 관리 체계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4. 군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군 행형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

가. 제도적 역량의 강화 방안

군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군 행형기관의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산하에 교정과를 두어 군 교정시설 

관할 부서를 일원화함으로써 군 수용자에 대한 교정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군 교도소장 및 구치소장을 사법경찰관으로, 군 교도소 및 구치소 공무원

을 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하도록 ｢군형집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군 교도소 및 군 구치소 

내 수용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법경찰관(리) 직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 교도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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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현행 교도관 및 교도병 

편제를 개편하여 교정군무원 직책을 만들고, 교정군무원이 군 교정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야 한다.

군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군 행형기관의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미시적 차원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형집행법｣을 최근 개정된 ｢형집행법｣ 수준으로 개선하

는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형집행법｣의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외부 교통에 관한 권리 등 수용자 권리 강화’, ‘교정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부분은 ｢군형집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 사형확정자의 지위를 ｢형

집행법｣의 사형확정자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군형집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지위를 

통일하여야 한다. 군 사형확정자를 미결수용실에 수용하도록 하는 ｢군형집행법｣ 규정

을 삭제함으로써 군 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를 ｢형집행법｣상 사형확정자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국군교도소 내 의무･약제 인력을 확보하고 수용시설 최저기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 병원과

의 협약을 통해 순회 진료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보라미시스템 도입, 

각급부대 영창의 생활수칙 통일 및 영창의 운영 예산 증액을 통해 군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의 질을 균등하게 향상시켜야 한다.

나. 물적 역량 강화 방안

군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군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 강화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사에 대한 징계 벌목 중 영창 처분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시에는 각급부대의 영창 운영을 중지하고 군 미결수용자 수용을 

위한 군 구치소를 권역별로 신축할 필요가 있다. 보통군사법원을 5개 권역에만 남기고 

야전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 맞게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권역에 군 구치소를 신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2년 

신축이 예정되어 있는 국군교도소에 운동공간과 같은 교도소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신축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군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군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 강화를 위한 미시적 차원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군교도소는 군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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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을 개선해야 한다. 냉･난방 대책을 

마련하고, 야외 세탁물 건조장을 설치하여 군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의 질을 향상하여

야 한다. 그리고 의료설비 및 의료기구를 전면 보강하고, 징벌방 내 안전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둘째, 각급부대 영창을 현재와 같이 운영하고자 한다면 영창의 생활환경을 

국군교도소의 기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 야외 세탁물 건조장 설치, 침구 관리 

방식 표준화, 입소 시 탈의･환복 및 검신을 위한 차폐시설 설치, 도서 확보, 운동 

시설 내 운동기구 설치, 면회실 차단막 강화 등이 필요하다.

다. 인적 역량 강화 방안

군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군 행형기관의 인적 역량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교도관(향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정군무원’)이 민간 교정공무원이 

받는 교육과 동일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을 법무연수원에 위탁할 필요

가 있다. 둘째, 계호･호송･교정 행정 등을 담당할 전문 교도병을 전문특기병으로 모집

하여 직무 교육을 거쳐 교정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교도병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교도병으로 만기 전역한 인원은 민간 교정공무원 선발 시험에 응시 

시 가산점을 주어 교정 인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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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mprehensive Evaluation of Human Rights 
Competencies of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II)

- Evaluation of Human Rights Competencies of Penal Institutions -

Tae-Gyung GAHNG, Young-Shin CHOI, Yeong-Jung Kim, Jae-Ik Ko,

Tae-Hoon LIM, Hyung-Nam KIM, Hye-Lin BANG, and Sun-Young PARK

Purpose and Framework

This study evaluates the human rights competencies of Korean prisons and 

detention centers (including military detention facilities) in specific areas of 

correctional treatment. The competency model used in this study classifies 

competencies in three categories: institutional competency, physical competency, 

and personnel competency. The human rights competencies of a penal institution 

can be defined as follows: a combination of institutional, physical, and human 

resources to prevent possible invasion of inmates’ human rights during penal 

procedures and enable them to maintain their dignity as humans and exercise 

their rights.” (i) The institutional competency of a penal institution is concerned 

with the penal laws and their enforcement rules and decrees, and the systematicity 

and concreteness of the guidelines regarding tasks posing risks of human rights 

issues. (ii) The physical competency of a penal institution means the financial 

and organizational resources for securing sufficient physical facilities, equipment, 

and materials required for management and treatment of inmates and improving 

the physical environment. (iii) The personnel competency of a penal institution 

is concerned with how familiar correctional officers are with the laws, case laws, 



490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II)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and decisions regarding law enforcement (knowledge), how they put the 

knowledge to practice as they perform their duties (skills), and whether they have 

the will to understand and actively address inmates’ needs and situations (attitude). 

This study uses this framework to evaluate the competencies of penal 

institutions regarding human rights issues arising from penal processes and 

comprehensively review whether penal institutions offer proper protection of 

inmates’ human right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s some of the 

issues with correctional treatment in Korea and propose microscopic and 

macroscopic improvements. The improvements are informed by efforts in other 

countries to enhance the human rights competencies of penal institutions. 

The following paragraphs summarize the discussions in each chapter of the 

study.

Chapter 2 Issues for Human Rights Competency Evaluation of 

Penal Institutions

Chapter 2 analyzes the quasi-judicial decisions and practices, press reports, 

and academic discussions to identify issues for human rights competency 

evaluation of penal institutions. Firstly, in order to identify penal issues from 

inmates’ voices, this study analyzes the following: NHRC decisions regarding 

detention facilities (260 decisions, from November 2011 to October 2019); 

inmates’ petitions filed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pursuant to Article 117 (1)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1,516 

decisions over the last 2 years), and; the findings of the annual Detention Facility 

Survey by the MOJ under the Rules on the Survey of Detention and Protection 

Facilities (surveys from 2010 to 2018, including 8 visits and questionnaire surveys). 

This study also analyzes press reports on human rights conditions at corre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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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to seek out the issues that caught public attention. To that end, the 

author collected 111 reports related to human rights protection at penal 

institutions from five major daily newspapers (Kyunghyang, Donga, Chosun, 

Joongang, and Hankyoreh) over the last decade, and grouped them under different 

areas of correctional treatment for analysis. This study also analyzes academic 

discussions regarding the human rights competencies of penal institutions, to 

understand what criticisms and proposals of improvement have been raised in 

which areas of human rights competencies. To that end, the author analyzed 

and classified the discussions in 298 academic papers (from 2001 to 2019) 

regarding human rights protection at penal institutions. Through these analyses, 

this study proposes key issues regarding the human rights competencies of penal 

institutions.

Chapter 3 Evaluation of Institutional Elements of the Human 

Rights Competencies of Penal Institutions

Chapter 3 analyzes the institutional competency of penal institutions based 

on the laws and policie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rovide remedies 

for violations that may occur as institutions operate and perform their duties. 

The purpose of the evaluation is to promote protection of inmates’ human rights 

by verifying whether the laws and policies conform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Even though some studies attempted evaluation of specific items under the 

international norms, these evaluations were conducted several years before, and 

the international norms and systems have changed since. The situation warrants 

the need for an accurate evaluation of the changed standards and the current 

system to bring the current laws, policies, and practices closer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dentify improvements required to promote protection of inmate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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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items regarding institutional competency were restricted to the 

items rated “largely conformant,” “insufficient,” or “poor” in the evaluation of 

conformance to international standards in Effective Measures to Advance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for Reducing Recidivism(Ⅲ), a 2014 report 

publish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A review of the items 

rated “good” in 2014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change.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s whether the current systems and laws related to penal institutions are 

sufficient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inmates and staffs at penal institutions 

based on the changes in administrative rules since 2014, the provisions not 

analyzed in 2014, and recommendations of the NHRC. As a result, the author 

arrived at 40 evaluation items: 12 items for maintenance of order; 8 items for 

treatment of convicted inmates; four items for protection of inmates’ rights and 

supervis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five items for management of inmates on 

trial and minority inmates; five items for juvenile inmates, and; six items for 

female inmates. The treatment of sexual minorities was not included in the 2014 

study. This study incorporated this element to see how penal institutions handle 

sexual minority issues, which became a target of elevated public attention with 

the improvement of gender sensitivity in Korea. 

The items were evaluated based on international norms, as was the case in 

2014. The evaluation was also based on the 2015 revision to the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s for the other international rules, this study relied on 

the versions used in the 2014 study.

The findings regarding Korean laws and administrative rules indicate 

improvement in human rights competencies from 2014. In particular, the ratings 

for the following items have been raised to “good”: separation of different age 

groups; principle of normalcy; roles of doctors - diagnosis and treatment of 

inmates; roles of doctors - reporting of inmates’ health status; nature of prison 

labor; prohibitions regarding prison labor; and similarity of prison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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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 evaluation found that improvements are required for multiple items 

on account of unclear provisions or lack of provisions, including: provisions 

regarding treatment of juvenile inmates and female inmates; provisions on 

inmates’ right to counsel; matters regarding socialization of treatment and social 

adaptation programs; and provisions on the obligation to keep inmates’ medical 

record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he penal laws and administrative rules 

require the following clarifications.

The relevant laws require the following amendments and improvement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inmates’ fundamental rights, the laws should stipulate 

that the standards regarding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pply to inmates’ 

workplace, and clearly define the restrictions to inmates’ fundamental rights.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inmates’ human rights, the relevant laws need to 

provide for the legal basis for regular surveys of all correctional facilities, 

circulatory inspections, and emergency inspections. In addition, the NHRC and 

other laws should provide for regular surveys and on-site surveys.

To protect special groups of inmates, the following provisions need to be added. 

Juvenile detention centers need to be smaller than adult prisons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their inmates. The use of protective equipment, force, and 

weapons against juvenile inmates should be more restricted than the use of the 

same against adult inmates. Restriction of visitation should be struck off as a 

disciplinary measure, and also required are provisions that require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juvenile inmates when determining the types and severity of 

disciplinary measures. Special provisions are required to protect female inmates 

who are pregnant or gave birth.

The following provisions and improvements are required for decrees and rules. 

The Enforcement Decree specifies that the purpose of prison labor is to help 

inmates return to society. However, the decree also needs an additional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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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pulating that prison labor should not inflict pain on inmates. Other additional 

provisions include: unrestricted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with counsels; 

provision of facilities and time; prohibition of censorship; prohibition of listening 

to conversations; participation of welfare workers to improve welfare for inmates; 

efforts to protect judicial interests; and measures to protect social security rights.

As for protection of foreign inmates, a separate section on protection of 

foreigners need to be added, along with other additional provisions providing 

for: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inmates; the quality of foreign 

inmates in terms of education, labor, training,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separation based on nationalities and cultures; provision of meals appropriate 

for inmates’ religions and cultures; and respect for religious lifestyles. The relevant 

provisions also need to be refined to hire or select interpreters for each regional 

group of prisons, so that foreign inmates can access their consulates and legal 

services.

The following provisions and improvements are required for administrative 

rules. The rules require new provisions that provide for doctors’ responsibility 

as hygiene managers at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the disclosure of, and access 

to, medical records.

The rules also need to clearly stipulate the use of revenues from prison labor 

to improve the quality of prison labor and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and 

social adaptation programs to facilitate inmates’ return to society in collaboration 

with other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Other requirements for improvement 

of inmates’ human rights situations include: hiding inmates from public view 

during transportation to prevent them from being targets of insults and curiosity; 

prohibition of infliction of physical pain during transportation; classification of 

treatment based on the stages of mental illness; and securing of psychotherapy 

professionals at each correctional facility.

As for the protection of minority inmates’ human rights, concrete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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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required to define the scope of sexual minority inmates and provide for 

different types of protection for different groups of sexual minorities. provisions 

regarding re-socialization of juvenile inmates also need to be improved for better 

support for social adaptation, especially for inmates with outstanding correctional 

performance. The relevant rules need to provide for evaluation and classification 

of juvenile inmates and female inmates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training 

of the relevant staff members, mandatory training programs, and special treatment 

for female inmates with mental illness.

 

Chapter 4 Evaluation of Physical Elements of the Human Rights 

Competencies of Penal Institutions

In Chapter 4, to evaluate the physical competency of penal institutions, this 

study assessed the following: physical elements required for life in correctional 

facilities; medical infrastructure to protect inmates’ right to health; environmental 

improvements at correctional facilities; and efforts to resolve overpopulation. 

Firstly, the physical competency of physical competency for improvement of 

inmates’ basic living conditions has been steadily improving since 2010. Inmates’ 

satisfaction with meals, lighting during sleep hours, and beddings significantly 

improved. However, their satisfaction with clothing, baths and showers, and air 

conditioning have not improved as much, which indicates the need for more 

active efforts to improve these elements. More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bath, 

shower, and air conditioning are urgently require because they have direct impact 

on the hygiene and health of inmates held at overpopulated correctional facilities. 

As for air conditioning, standard cells do not have any cooling system other than 

electric fans. Special measures are required to maintain indoor temperature in 

extremely hot seasons. The evaluation is limited in that it relied on the findings 

of inmate satisfaction surveys to evaluate the physical competency of pe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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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s. However, the reliance can be justified by the fact that inmates’ level 

of satisfaction is the direct result of penal institutions utilizing their physical 

competency.

Secondly, in terms of medical infrastructure for inmates’ health, penal 

institutions failed to catch up with the rapid increase in inmates’ needs for 

medical services, despite the continued efforts of the KCS to expand medical 

infrastructure. Adopting and expanding telemedicine systems lowers the financial 

resources and manpower required by penal institutions for medical treatment 

in external medical facilities. However, the size of medical staff at correctional 

facilities is not sufficient to cover the medical needs at correctional facilities. 

More medical personnel need to be secured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as the demand for treatment at external medical facilities increases, the workforce 

assigned to external treatment works as a burden for the management of 

correctional officials. Psychotherapy infrastructure for inmates with mental illness 

also needs to be expanded.

Thirdly, penal institutions show sufficient physical competency in the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s and safety at correctional facilities. The KCS 

have been replacing heating systems and toilets at prison cells, and replacing 

insulation materials used in prison wards to maintain suitable indoor temperature. 

Other examples of the good physical competency of penal institutions include 

removal of asbestos to protect the health of inmates and correctional officers, 

and installation of sprinklers and anti-seismic reinforcements to protect against 

fires and earthquakes. In particular, the safety enhancement activities are based 

on the relevant laws. In this sense, physical competency is exercised based on 

institutional competency.

Fourthly, the physical competency regarding the mitigation of overpopulation 

needs to be evaluated at two different levels. The KCS seems to be exercising 

its internal physical competency to the fullest to secure detention space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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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used spaces. However, the KCS lacks physical competency in areas that require 

sizable fiscal commitments and pose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local residents 

such as relocation and construction of facilities. Due to the nature of the KCS’s 

responsibilities and its standing within the MOJ, it lacks the competency to 

actively engage in negotiations with local communities and other ministries. As 

such competency cannot be fully enhanced by improving the KCS’s internal 

competencies, an organization should be formed which coordinate the interests 

among related institutions. As recommended by the NHRC, a possible alternative 

is to form a government-wide consultative body lead by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and involving the MOJ,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the courts.

Chapter 5 Evaluation of Personnel Elements of Human Rights 

Competencies of Penal Institutions: Findings from the 

Correctional Officer Awareness Survey

1. Representativeness of the Survey and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ed Officers

Chapter 5 presents the findings of a survey conducted for this study. The survey 

looked into the experiences and opinions of 864 correctional officers tasked with 

human rights protection at 19 correctional facilities. To secure a group of samples 

representative of the overall population, the respondents were sampled based 

on the percentages of each gender, age group, and rank among correctional 

officers. The author included more female officers and superintendents or 

higher-ranked officers than the percentage of the respective groups in the overall 

population, to analyze the difference among different gender and rank groups. 

The author also set the percentage of correctional officers with experience in 

human rights petitions higher than the percentage in the overall popul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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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 into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the officers in the group. The 

distribution of age, years in services, and ranks of the surveyed officers are largely 

similar to, and therefore representative of, the distribution in the overall 

correctional officer population. 

2. Correctional Officers’ Human Rights Awareness and Perception 

of Inmates’ Human Rights Status

⦁Correctional Officers’ Percep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Status for 

Inmates at Correctional Facilities

In general, the surveyed officers expressed positive views about human rights 

protection for inmates at correctional facilities. The respondents fully agreed that 

inmates’ human rights are well protected in terms of the following items: (i) 

general protection of inmates’ human rights; (ii) hygienic issues at correctional 

facilities; (iii) legal remedies for inmates’ rights; (iv)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 including mails; (v) restricted use of protective equipment, and; (vi) human 

rights awareness of correctional officers. On the other hand, the surveyed officers’ 

views were not as positive about the following items: (i) understanding from 

inmates’ perspective, and; (ii) improvement of medical treatment for inmates. 

In other words, the respondents had reservations about the need to understand 

the positions of inmates and their hardships at the facilities, and the need to 

improve medical treatment for inmates. 

The percep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status at the correctional faciliti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ub-groups. Respondents who are older, 

served for longer years, and are ranked higher were found to be more concerned 

about the status of human rights protection for inmates, and agreed more readily 

with the need to improve their treatment. 

⦁Comparison of Correctional Officers’ Human Rights Awareness and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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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Index Scores Regarding Treatment of Inmates

With regard to the human rights awareness of correctional officers regarding 

the treatment of inmates, the surveyed officers shared a view that protection 

of inmates’ human rights should be construed as narrowly as possible, and their 

level of treatment should be set to minimum. The survey findings show excessively 

conservative interpretation of the laws related to treatment of inmates, and a 

large number of respondents held misinformed views about inmates with HIVs 

and inmates’ right to exchange correspondents. These findings suggest possible 

violation of inmates’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awareness regarding treatment of inmat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ub-groups. Respondents who are younger, served for less 

years, and are ranked lower reported lower human rights index scores. Groups 

with lower human rights index scores expressed a view that treatment of inmates 

should be strict and restricted to minimum. In addition, correctional officers with 

experience in human rights petitions reported higher human rights index scores 

than those without such experience. 

3. Correctional Officers’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Claims and 

Petitions

⦁Correctional Officers’ Experience of Claims, Petitions, Complaints, and 

Written Accusations Filed by Inmates

Most of the surveyed officers think that inmates may file criminal complaints, 

accusations, complaints, or petitions against them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94 percent, 807 respondents), and are concerned about possible accidents at 

the facilities (87.4%, 753 respondents). 22.6 percent of the respondents (194 out 

of 860) had petitions filed against them, 40.0 percent (344 respondents) had 

complaints filed against then with the NHRC or the MOJ Human Rights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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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percent (322 respondents) had criminal complaints or accusations filed 

against them, and 42.2 percent (363 respondents) were attacked or threatened 

by inmates. The majority of the surveyed officers (55.1 percent, 474 respondents) 

experienced petitions, criminal complaints, accusations, complaints, attacks, and 

threats from inmates at least once during their duties. The findings indicate how 

many correctional officers are exposed to petitions, criminal complaints, 

accusations, complaints, attacks, and threats from inmates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Correctional Officers’ Response to Claims, Petitions, Complaints, and 

Written Accusations Filed by Inmates and Difficulties Resulting Therefrom

The survey also looked into the emotional state in which the correctional 

officers found themselves when inmates filed petitions, criminal complaints, 

accusations, and complaints against them.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reported being “angry” at the inmates (70.7 percent, 335 respondents), followed 

by “inconvenience caused by the investigations following the complaints, 

petitions, criminal complaints, or accusations,” (70.8%, 334 respondents), “feeling 

of being wronged and victimized” (67.0%, 317 respondents), and “regrets for 

becoming a correctional officer” (64.1%, 303 respondents). It should be noted 

only 1.5 percent of the officers with experience of petitions, criminal complaints, 

accusations, and complaints (7 respondents) thought that they were at fault. Most 

correctional officers do not think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complaints, 

petitions, criminal complaints, or accusations filed by inmates. 

⦁Opinions Regarding Increase in Claims and Petitions and Necessary 

Measures

The surveyed officers tend to think that inmates file complaints or petitions 

as a way to make their life in prison more comfortable. Many of them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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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 it to the raised expectations regarding treatment among inmates. Only 

a small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attributed it to higher human rights 

awareness among inmates or poor conditions of correctional facilities.

The surveyed officers called for strong actions against baseless or wrongful 

accusations to prevent abuse of complaints and petitions. They were also 

concerned about complaints and petitions being filed with higher-tier institutions 

or multiple institutions at the same time. They also expect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to provide legal services and consultation by law professionals and 

reduce the impact of decisions or corrective orders resulting from complaints 

and petitions.

4. Correctional Officers’ Awareness and Acceptance of NHRC 

Decisions

⦁Understanding of NHRC Decisions

To determine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NHRC decisions among the surveyed 

officers, the author compiled ten questions. For these questions, the author 

selected decisions involving important or recurrent issues regarding inmate 

control among the NHRC decisions issuing corrective orders against treatment 

of inmates at correctional facilities between the second half of 2018 and the 

first half of 2019. The ten questions involve the following orders: (i) improvement 

of arbitrary diagnosis by medical department staff in absence of medical officers; 

(ii) wearing of name tag by members of the 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 (CRPT) 

and justified use of protective equipment; (iii) reduction of the time allowed for 

preparation of review reports for use of protective equipment; (iv) requirement 

for human rights training and supervision to prevent use of back handcuffs for 

long periods of time; (v) indication of concrete reasons for instructions regarding 

use of electronic media equipment; (vi) specification of document types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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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enclosed in letters between inmates; (vii) prevention lf letter censorship 

and disciplinary measures for reporting to the press; (viii) improvement of forced 

sitting of inmates during supervisor rounds; (ix) expansion of religious meetings 

for inmates on trial, and; (x) recommended prohibition of marking and exposure 

of personal medical history of inmates with HIVs.

The survey looked into the understanding of the ten NHRC decisions among 

the correctional officers. The findings indicate that most of the officers are 

familiar with the corrective measures recommended by the decisions. However, 

more than 10 percent of the respondents were not familiar with two of the 

decisions ((i) improvement of arbitrary diagnosis by medical department staff in 

absence of medical officers and (vi) specification of document types allowed to 

be enclosed in letters between inmates).

Respondents who are older, served for longer years, and are ranked higher 

showed better understanding of the NHRC decisions. In addition, the 

understanding of the decisions among respondents with experience in human 

rights petition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without such experience.

⦁Correctional Officers’ Opinions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NHRC Decisions

Not a small percentage of the surveyed officers answered that the ten NHRC 

decisions are not appropriate considering the reality at the correctional facilities. 

The percentages vary from decision to decision, between 15 percent and 30 

percent. The findings suggest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correctional officers, 

who deal with or supervise inmates in direct contact, as they attempt to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s. The appropriateness rating for “improvement of 

arbitrary diagnosis by medical department staff in absence of medical officers” 

was the lowest at 3.0, which indicates that the surveyed officers do not think 

that the reality of medical treatment at the facilities does not allow for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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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ecommendation.

Respondents who are older, served for longer years, and are ranked higher 

were more likely to answer that the NHRC recommendations are appropriate.

⦁Status and Correctional Officers’ Opinions Regarding Job-Related Human 

Rights Training

Job-related human rights training for correctional institutions provided by the 

MOJ can be grouped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based on the implementers 

and the training methods: (i) human rights group training at the Institute of Justice 

(IOJ); (ii) cyber human rights training at the IOJ; (iii) human rights sensitivity 

training at the MOJ Human Rights Bureau, and; (iv) human rights training at 

correctional institutions.

Around 8 percent of the surveyed officers (69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had not received, or does not recall receiving, any human rights training related 

to their jobs. Grade 9 or grade 7 correctional officers receive job-related human 

rights training at the IOJ upon employment, followed by additional training when 

promoted to grade 7 or 6. Therefore, 8 percent of the respondents did receive 

job-related human rights training, but were not aware of the fact.

The surveyed officers were mostly satisfied with the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and did not feel the need for additional education, with only around 

a quarter of the officers agreeing with the need for additional human rights 

training. However, most NHRC decisions recommend human rights training of 

correctional officers, and the survey findings indicate extremely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inmates’ human rights, conservativ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laws, and misinformed views on the right to exchange correspondents 

and inmates with HIVs. They suggest the need for overall improvement of human 

rights training of correctional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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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pinions Regarding Top Priority Tasks for Protection of 

Inmates’ Human Rights

The surveyed officers stressed the improvement of correctional facilities as a 

means to enhance protection of inmates’ human rights, such as the mitigation 

of overpopulation and the improvement of deteriorated facilities, followed by 

“adjustment of correctional officers’ workload and treatment.” Other opinions 

include improvement of medical treatment of inmates and improvement of public 

perception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 surveyed 

officers answered that “reinforcement of human rights training tailored to 

inmates’ needs” is not a top priority task for enhanced protection of inmates’ 

human rights. 

Chapter 6 Evaluation of Human Rights Competencies of Military 

Penal Institutions

Chapter 6 discusses the evaluation of human rights competencies of military 

penal institutions. The evaluation focuses on military penal institutions, which 

are special penal institutions established under the military law system that report 

to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he operation of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does not constitute a main 

responsibility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and penal administration 

is assigned a low priority in national defense policies.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are not well-known to the general public, and studies about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are difficult to find. For these reasons, the operational and 

i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are far from being 

standardized, their physical conditions are poor, and there is no basis for 

legislating even the most basic requirements. Neither is there any institutional 

system to train and secure correctional officials. In particular, one of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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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ous issues is assigning enlisted servicemen without any correctional expertise 

to correctional positions. 

In light of the above, to improve the human rights competencies of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established under the military law system,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in terms of physical, 

operational/institutional, and personnel elements, and discusses microscopic and 

macroscopic improvements for each element.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can 

be divided into the Military Correctional Institution (MCI) and the guardhouses 

at each military unit. 

The author conducted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military correctional 

officers and servicemen, along with on-site surveys and collection of the relevant 

literature and materials. The surveys were conducted at the MCI and the 

guardhouses of six military units. and the focus group interview involved 12 

correctional officers and 16 enlisted servicemen. However, we would like to note 

that the findings are restricted by the lack of cooperation at some units, which 

refused visits or failed to provide the requested information. In addition, given 

the fact that the National Assembly is currently discussing the abolishment of 

the guardhouse system, and the MND issued a public announcement of the 

abolishment, this study does not consider disciplinary detention as a part of 

military penal administration.

Most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hold inmates on trial. However, the number 

of inmates on trial was smaller than civilian correctional facilities.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hold servicemen and civilian military employees. Civilians 

are held at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only in rare cases. The status of 

servicemen and civilian military employees change depending on court judgments, 

and most of the convicted inmates are transferred to civilian correctional 

facilities. It explains the high percentage of inmates on trial at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The low number of inmates means no overpopulatio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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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facilities. However, they do not have enough budget to maintain the 

facilities up to date. 

Most military inmates are held at the MCI, and few cells for inmates on trial 

were occupied at guardhouses. Most guardhouses hold only one or two inmates 

on trial per year. It explains the poor conditions for inmates on trial at many 

of the guardhouses.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are not managed under a single department. The 

MCI is under jurisdiction of the MND Inspection Bureau, and guardhouses are 

managed by the General Counsel Bureau. However, the actual management and 

operation of guardhouses ar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military police of the 

respective units.

 The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are expected to be influenced by the 

ongoing military law reform. In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 this study proposes 

possible improvements. The reform is expected to result in merges between 

guardhouses. 

Specific operational and institutional elements at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were identified through on-site visits, the focus group interview, and literature 

review. 

The operational elements include: meal criteria at the MCI; reception 

procedures relying on hand-written documents; separation based on ranks; TV 

rules; existence and use of post exchange (PX); TV rules at guardhouses; purchase 

of items; assigned budget; and daily schedules. Military facilities provide better 

meals and purchasable items compared with civilian facilities. However, military 

inmates experience difficulties with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access to the 

inmate culture because they are not allowed to use the Borami system used by 

civilian inmates.

In addition, the Military Penal Administration Act does not fully incorporate 

the amendment to the Penal Administration Act regarding promo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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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amental rights, and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laws. 

The related issues include: absence of framework plans for treatment of inmates; 

failure to adopt the changes resulting from the enhanced right to counsel under 

the Penal Administration Act; failure to incorporate wardens’ obligation to provide 

written reasons for restricting letter exchange; absence of provisions regarding 

the right to receive consolation money; the discrepancy of status and treatment 

of inmates sentenced to capital punishment between civilian and military 

facilities; and discrepancy between the provisions on handover of bodies between 

civilian and military facilities.

This study also looks into the organization systems and workforce status of 

the military facilities, and discuss issues regarding their status, powers, and 

treatment. The key issues include the non-recognition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 status of correctional officers, and the conflict between correctional 

servicemen and inmates who are officers or non-commissioned officers.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laws and systems to protect inmates’ 

rights and supervise correctional facilities. While most inmates have access to 

complaints and other systems for protecting their rights, some facilities posed 

issues with their complaint boxes. The level of supervision was poor at most 

facilities. These issues can be attributed to the military authorities’ lack of interest 

in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As for the physical elements at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this study reviews 

and evaluates the basic living conditions based on the findings of on-site visits. 

The physical elements include the status of guardhouse facilities and cells, meals, 

clothing and beddings, hygiene facilities, and medical facilities therein.

 In addition, this survey looks into the conditions of facilities for ensuring 

inmate treatment such as gyms, libraries, religious facilities, vocational training 

facilities, educational facilities, communication facilities, disciplinary facilities, 

and cells for female in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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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ysical elements were where the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were found 

to be the most vulnerable. Due to low budget and lack of interest from the 

authorities, many of the facilities did not have the basic elements required for 

detention facilities. As for the MCI, most facilities were deteriorated, proper air 

conditioning was not provided, and many of the medical facilities were in poor 

conditions or inoperable. These issues require urgent attention because they 

indicate lack of protection of inmates’ right to health. Guardhouses lacked 

standardized criteria, which resulted in greatly varying degrees of deterioration 

depending on when the facilities were constructed, and different structures and 

equipment among facilities. Actions need to be taken to standardize the facilities.

With regard go the personnel elements, this study reviews the content and 

quality of job training for correctional officers and servicemen based on the focus 

group interview and literature review, and looks into their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correctional work.

As was the case with the overall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one of the 

most serious issues with correctional officials in the military was the absence 

of standardization of job skills. Correctional officers showed lack of expertise, 

and the level of expertise greatly varied depending on the efforts taken by 

individual officers. The issue was more serious among correctional servicemen, 

who are usually assigned to facilities without proper training. These issues greatly 

undermine the correctional and rehabilitative effect of the facilities, and interfere 

with the protection of inmates’ fundamental rights.

Based on the findings on these elements, this study proposes three categories 

of tasks to enhance the human rights competencies of military penal institutions: 

standardization and modernization of the physical elements; standardization of 

the operational and institutional elements, alignment with the civilian facilities, 

and enhanced accountability of the personnel and the organizations; and 

enhanced expertise of the personnel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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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microscopic and macroscopic measures to 

enhance each element of human rights competencies.

The macroscopic measures to enhance the operational and institutional 

elements include: managing the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under a single 

department; amending the relevant laws to grant military correctional officers 

with the statu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revising the organization of military 

correctional officers and servicemen to use the latter only as assistants; and 

replacing correctional officers with correctional civilian employees with expertise 

in the area. The microscopic measures include: establishing a framework plan 

for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by amending the relevant laws; incorporating 

the enhancement of inmates’ rights under the Penal Administration Act into the 

Military Penal Administration Act; matching the status of inmates sentenced to 

capital punishment under the Penal Administration Act with that of the Military 

Correctional Institution; adopting the Borami system in the military correctional 

administration; unifying the rules across guardhouses at different units; increasing 

the budget for guardhouse operation, and; reinforcing the supervision functions 

for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under the relevant laws.

The macroscopic measures to enhance the physical elements include: 

increasing the budget for construction of a new MCI facility, and; establishing 

regional military detention centers and discontinue the operation of guardhouses 

at peace times. The microscopic measures include: improving air conditioning 

systems and medical facilities until the new MCI facility is completed; installing 

safety systems within disciplinary cells at the MCI; setting up outdoor spaces for 

drying laundries and developing measures to standardize bedding management; 

adopting mandatory installation of changing rooms for inmates during reception; 

securing books and exercise equipment at guardhouses; and replacing visiting 

room barriers at guardhouses with double-layer glass.

The measures to reinforce the personnel elements include: entrusting th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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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of correctional officers (correctional civilian military employees) with 

the IOJ; separately recruiting enlisted servicemen for correctional positions, and; 

providing them with an opportunity to apply for correctional officer positions 

upon discharge.

Chapter 7 Policies for Enhancement of Human Rights Competencies 

of Penal Institutions in Other Countries

Chapter 7 discusses policies and improvements in other countries aimed at 

enhancing the human rights competencies of penal institutions. The policies and 

improvements are analyzed in three areas: (i)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ii) improvement of physical environments, and; (iii) training of, and support for, 

penal personnel. Due to limited access to data, this study focuses on the 

experience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English-speaking 

countries. For the discussions in this chapter, the author relied on the websites 

of the related institutions, reports pu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UN), 

government entities,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NGOs), manuals, 

toolkits, academic papers, and news reports. This purpose of this chapter is to 

derive implications applicable to the situation in Korea. 

Section 2 discusses promotion of human rights competencies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cluding laws related to protection of inmates’ 

human rights, complaint and petition systems, protection of minority inmates, 

and support from NGOs. 

Firstly, with regard to efforts to prevent violation of human rights among 

inmates, this study reviews the First Step Act and the Civil Rights Act in the 

United States. 

Secondly, with regard to efforts to enhance protection of minority inmates’ 

human rights, this study reviews a UN handbook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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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re pregnant, sexual minorities, or people with disabilities. (i) In 2009,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published the Handbook 

on Prisoners with Special Needs, which stresses special care and treatment of 

the elderlies, terminal cancer patients, inmates sentenced to capital punishment, 

foreigners, ethnic minorities,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lesbians, gays, bisexuals 

and transgenders (LGBTs). (ii)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lead 

the world in the enactment of laws that prohibit the use of restraining tools 

on pregnant inmates, and are refining their laws and systems for pre- and 

postnatal supports. (iii) The Prison Rape Elimination Act (PREA) of the United 

States include provisions on separation of LGBTs and participation in the relevant 

programs. (iv) In 20178 and 2018,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developed the Transgender Offender Manual to improve the treatment of 

transgender inmates. (v) The Corrective Services New South Wales has set up 

the Statewide Disability Services (SDS) tasked with additional support for inmates 

with disabilities. (vi) The website of the New Zealand Department of Corrections 

specify the treatments of inmates with disabilities, and the department seeks to 

provide the same level of support as outside the prisons.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issued the prison and jail-specific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regulations in 2010 (28 C.F.R. § 35.152), which requires provision 

of environment tailored to the needs of convicted inmates with disabilities. (vi) 

Her. Majesty's Prison Service in the United Kingdom run special units and 

programs for inmates with learning disorders under the IQ of 70. 

Thirdly, this paper discusses the following activities of inmate support groups 

and improvements of penal systems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Improvements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inmates were largely propelled 

by the efforts of NGOs. They help inmates raise complaints and file lawsuits 

within prisons, promote issues regarding inmates’ human rights and carry out 

campaigns outside prisons, serve as pressure groups for parliamentary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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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overnment policies, and publish various surveys and research reports. The 

section introduces the activities of the Penal Reform International (PRI), the Pace 

University Law School Library, the Center for Prisoner Health and Human Rights 

at The Miriam Hospital,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the National 

Center for Lesbian Right, the 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 the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NAMI), and the non-profit law firm Prison 

Law Office, the Human Right Watch, and the Amnesty International. 

Fourthly, this study reviews the Civil Rights Act of the United States regarding 

efforts to effectively address abuse of complaints and petitions. American inmates 

are allowed to file lawsuits only for violations of civil rights, and correctional 

officials are required to provide convicted inmates with tools to access courts. 

Faced with a spike in lawsuits based on the Civil Rights Act from inmates, the 

United States enacted the Prison Litigation Reform Act (PLRA) in 1997. The Act 

banned convicted inmates from filing lawsuits regarding conditions at prisons 

before exhausting other remedies at the correctional facilities, and restricted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filing lawsuits. 

Section 3 discusses promotion of human rights competencies through 

improvement of physical environments, with focus on the changes and 

improvements of prison spaces where inmates actually live. To that end, the 

section reviews the prison environment improvement campaigns with architects, 

and improvement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Norway. 

Firstly, this study reviews the facility and environment improvement campaigns 

with architects. Correctional departments of different countries improve on 

existing facilities and build new prisons by signing contracts with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design firms. An architecture firm in the United Kingdom 

developed prison design guidelines at the request of Her Majesty’s Prison Services. 

Architect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criticized prison environments that 

violation human rights through exhibitions and publications. Moseley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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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R in the United States have a team dedicated to prison construction, and 

provides specialized design, programming, and architectural service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Secondly, this study looks into the latest trends in space rearrangement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at prisons to promote protection of inmates’ human 

rights. The section discusses major environmental improvement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Norway. Until the 1950’s, living conditions at 

American prisons were poor. Environmental improvements were made possible 

by prison riots, the enactment of the Civil Rights Act, Supreme Court decisions, 

and activities of human rights groups. The Federal Correctional Complex, Butner 

in the United States is a large complex with improved buildings. It is designed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prisons. The Bledsoe County 

Correctional Complex, BCCX in Tennessee, United States represents another case 

of prison architecture that maintains the prototype of prison architecture while 

considering the human rights of inmates as well as correctional officers. The 

Berwyn Prison in the United Kingdom is another modernized prison with a vastly 

improved environment. The Halden Prison in Norway is designed to minimize 

feeling of confinement, reduce stress, and achieve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nature. It boasts the lowest recidivism rate in the world. 

As for improvements of human rights competencies through training of, and 

support for, correctional officials, Section 4 reviews the training of correctional 

officials who enforce laws in close proximity to inmates, and measures to improve 

their subjective well-being.

Firstly, this study explores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competencies 

through training. In 2005, the UN developed the Manual on Human Rights 

Training for Prison Officials to provide a comprehensive curriculum for human 

rights training of correctional officials. Many countries impose rigid training and 

education requirements for correctional officers including human right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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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Norway (2 years), Finland (16 months), Germany (2 years), Iceland (2 

years), and Hungary (27 weeks). 

Secondly, this study reviews improvement of penal officials job skills through 

stress management and psychological support. The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hold 

forums on the well-being of correctional officers to address issues related with 

their stres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run various programs 

to provide psychological, physical, and emotional support to correctional officers 

such as peer support programs, critical case response team, meditation training, 

and consulting by mental health professionals.

The overseas experiences discussed in this study provid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each group of competency elements for penal institutions.

1.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penal administration

(ⅰ) A framework act on human rights needs to be enacted.

(ⅱ) An act should be enacted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among 

inmates.

(ⅲ) Systems are urgently needed to enhance protection of minority inmates’ 

human rights.

(ⅳ) Cooperation with inmate support NGOs is crucial.

2. Implications for physical improvement of penal administration

(ⅰ) Inmates’ return to society should be understood as a part of correctional 

efforts, and fiscal resources should be invested in the area. 

(ⅱ) Facility improvement projects should retain architectural professionals.

(ⅲ) Constructing correctional complexes with professional medical treatment 

facilities offers a lot of benefits.

(ⅳ) Physical elements need to be harmonized with personnel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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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mplications for personnel competency improvement of penal administration

(ⅰ) A human rights protection training manual informed by research should 

be developed.

(ⅱ) Newly employed correctional officials should be trained for sufficient 

amounts of time.

(ⅲ) Education and training on minority inmates are required.

(ⅳ) Measures need to be developed to promote the well-being of correctional 

officers.

(ⅴ) Peer mentoring programs, physical health promotion programs, provision 

of professional assistance from external organizations, operation of critical 

incident response groups for trauma treatment, and meditation training 

and engagement experts for mental health of correctional officials 

contribute to improving their skills by promoting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Chapter 8 Conclusions

⦁Result of Institutional Competency Evaluation of Penal Institutions for 

Protection of Inmates’ Human Rights and Suggestions for Enhanced 

Protection

To evaluate the institutional competency of penal institutions, this study looked 

into how Korean laws incorporate the key elements of the international norms 

related with correction. The evaluation identified several improvements required 

in several areas: improvement of provisions regarding medical services in the 

area of inmates’ basic living conditions; improvement of provisions on work safety 

in prisons and social adaptation support for inmates in the area of treatment 

of convicted inmates; and enactment of legal basis for inmates’ right to counsel 

in the area of protection of inmates’ rights. With regard to juvenile in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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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s regarding maintenance of order in prisons, treatment of convicted 

inmates, and job performance of correctional officers. Provisions on female 

inmates also need to be improved in consideration of their difference from male 

inmates.

On the microscopic level,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improvement of the laws and guidelines regarding items with “poor” and “mostly 

fine” ratings in the evaluation, and; enactment of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treatment of inmates with disabilities and convicted inmates who are sexual 

minorities. On the macroscopic level, this paper proposes: enactment of the Basic 

Human Rights Act; enactment of a special law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between inmates; and development of a cooperative system with non-government 

organizations (NGOs) supporting inmates.

⦁Result of Physical Competency Evaluation of Penal Institutions for 

Protection of Inmates’ Human Rights and Suggestions for Enhanced 

Protection

To evaluate the physical competency of penal institutions, this study assessed 

the following: physical elements required for life in correctional facilities; medical 

infrastructure to protect inmates’ right to health; environmental improvements 

at correctional facilities; and efforts to resolve overpopulation. For the evaluation, 

this study used the findings regarding inmates’ satisfaction with physical elements 

from the annual Ministry of Justice Detention Facility Survey (2010-2018) 

conducted by the Human Rights Investigation Divis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MOJ) Human Rights Bureau, the Corrections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l documents provided by the Korea Correctional Service (KCS) 

under the MOJ. The evaluation showed that penal institutions in Korea have 

sufficient physical competency in the areas related with inmates’ basic living, 

such as catering, provision of supplies, and fostering of convenient and safe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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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the evaluation identified several issues with 

medical infrastructure for inmates’ health, including the insufficiency of medical 

staffs and the insufficiency of psychotherapy infrastructure for inmates with 

mental illnesses. With regard to the competency to mitigate overpopulation, 

Korean penal institutions showed sufficient competency in expanding and 

renovating holding spaces. However, they were found to be less competent in 

tasks requiring cooperation with external entities, such as the relocation of 

existing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construction of new facilities.

At the microscopic level,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to enhance 

penal institutions’ physical competency: securing sufficient budget for 

improvement of “existing” facilities and equipment apart from the “plans” to 

relocate and build facilities, and; enhancing the institutions’ physical competency 

through their institutional competency. At the macroscopic level,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measures: committing fiscal resources to social 

adaptation-centered innovation of correctional practices; building correctional 

complexes including professional medical treatment facilities, and; forming a 

government-wide consultative body to address the overpopulation issue.

⦁Result of Personnel Competency Evaluation of Penal Institutions for 

Protection of Inmates’ Human Rights and Suggestions for Enhanced 

Protection

To evaluate the personnel competency of penal institutions, this study surveyed 

the experiences and opinions of 864 correctional officers tasked with human 

rights protection at 19 correctional facilities. The findings of the surve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 In general, the surveyed officers expressed positive 

views about human rights protection for inmates at correctional facilities. (ii) 

The surveyed officers shared a view that protection of inmates’ human rights 

should be construed as narrowly as possible, and their level of treatment should 



518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II)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be set to minimum. (iii) The surveyed officers were found to be mindful of 

possibilities of inmates filing a criminal complaint or written accusation against 

them during their duties. They were also concerned about accidents at the 

facilities. (iv) The majority of the surveyed officers felt angry when inmates filed 

complaints, petitions, criminal complaints, or written accusations against them. 

The officers also felt inconvenienced or wronged by investigations that followed. 

(v) The surveyed officers tend to think that inmates file complaints or petitions 

as a way to make their life in prison more comfortable. (vi) The surveyed officers 

called for strong actions against baseless or wrongful accusations to prevent abuse 

of complaints and petitions. They were also concerned about complaints and 

petitions being filed with higher-tier institutions or multiple institutions at the 

same time. (vii) The surveyed officers were mostly familiar with latest decis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 However, a large percentage 

of them thought that the decisions were appropriate for the reality at the 

correctional facilities (between 15 and 30 percent). (viii) The surveyed officers 

were mostly satisfied with the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and did not feel 

the need for additional education. However, the survey findings also indicate 

conservativ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laws, misinformed views on the right 

to counsel, and lack of knowledge on human immunodeficiency viruses (HIVs). 

Human rights protection for correctional officers need to be improved by 

addressing these issues. (vi) The surveyed officers stressed the improvement of 

correctional facilities as a means to enhance protection of inmates’ human rights, 

such as the mitigation of overpopulation and the improvement of deteriorated 

facilities.

At the microscopic level,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to enhance 

personnel competency: enhancing education and training on treatment of 

minority inmates and; developing measures to promote mental health among 

correctional officers. At the macroscopic level,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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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developing a human rights protection training manual informed by 

research findings, and; innovating job training of correctional officers.

⦁Result of Human Rights Competency Evaluation of Military Penal 

Institutions for Protection of Military Inmates’ Human Rights and 

Suggestions for Enhanced Protection

To evaluate the competencies of military penal institutions for protection of 

military inmates’ human rights, the author visited the Military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the detention centers at military units to survey the practices 

therein and interview correctional officers and servicemen. The findings and 

proposals for policy direc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 The military 

penal institutions recorded low ratings for institutional competency on account 

of shortcomings in penal laws.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competency of 

military penal institutions, the following measures are proposed: standardizing 

the basic living conditions and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improving the 

military penal laws in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penal norms; and 

legislating th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of military correctional officials. (ii) 

To improve the physical competency of military penal institutions, their physical 

environments need to be modernized and standardized. Apart from showing 

overall deterioration, the physical environments vary so much across facilities 

that quantitative assessment is not feasible. (iii) The military penal institutions 

recorded low ratings for personnel competency, on account of the low level of 

expertise among their staff. Enhancing the expertise among military penal 

personnel should be a top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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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분석대상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목록

2008. 10. 2.자 결정 08진인478 [이송전 건강진단실시](수용).

2008. 10. 14.자 결정 08진인1585 [수용자 이발실 설치](일부수용).

2008. 10. 20.자 결정 08진인1442 [민원인에게 얼굴노출은 인격권 침해](불수용).

2008. 10. 24.자 결정 07진인3493 [영치금관리 업무감독철저](수용).

2008. 10. 24.자 결정 08진인402 [실외운동 실시](불수용).

2008. 10. 24.자 결정 08진인494 [천주교 신자수첩 불허](수용).

2008. 10. 27.자 결정 07진인4745 [정보공개자료 교부절차개선](수용).

2008. 10. 27.자 결정 08진인2547 [징벌자 집필불허 인권침해](수용).

2008. 11. 21.자 결정 08진인0817 [손가락 재활치료 온수지급](수용).

2008. 12. 30.자 결정 08진차197 [여성수형자의 정보화교육 기회 제한](수용).

2009. 1. 13.자 결정 08직인14 [2인 이상 수용 소거실 화장실 출입문 설치](일부수용).

2009. 1. 14.자 결정 08진인1762 [의료조치 미흡](수용).

2009. 2. 3.자 결정 08진인3437 [충수염 환자조치 지연](수용).

2009. 2. 4.자 결정 08진인2856 [수용자 개인정보 유출](수용).

2009. 3. 9.자 결정 08직인12 [장애인 수용자 과밀수용](수용).

2009. 4. 3.자 결정 08직인16 [취사장 관용부의 종교집회 참석 제한 및 휴무일 보장 

미흡 등에 의한 인권 침해](수용).

2009. 5. 7.자 결정 08진인3784 [외부병원 호송 시 마스크 등 미착용](불수용).

2009. 5. 8.자 결정 08진인965 [계구사용 인권침해](불수용).

2009. 5. 23.자 결정 09진인862 [미결수용자 전화사용 횟수 제한](수용).

2009. 6. 17.자 결정 08진인3764 [미결수용자 전화사용 횟수 제한](수용).

2009. 6. 17.자 결정 09진인1095 [개인신상정보 유출](수용).

2009. 6. 29.자 결정 08진인2927/08진인3255(병합) [과도한 계구사용 등](불수용).

2009. 7. 3.자 결정 08진인4970 [알 권리 침해](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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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1.자 결정 08진인4589 [수용자의 얼굴노출 등](불수용).

2009. 7. 23.자 결정 08진인2928 [의료조치 미흡](불수용).

2009. 9. 25.자 결정 09진인2045 [의료조치 미흡](불수용).

2009. 11. 19.자 결정 09진인593 [경비교도 접견 참여](수용).

2009. 11. 3.자 결정 09진인2088 [교도관의 폭언 및 폭행](불수용).

2009. 11. 5.자 결정 09진인1685 [부당한 조사수용](수용).

2009. 11. 5.자 결정 09진인1794 [성추행 사건 부당조사](불수용).

2009. 12. 3.자 결정 08진인4669 [노역수형자 사망 관련](일부수용).

2009. 12. 3.자 결정 09진인1749 [수용자 개인정보 보호 관련](수용).

2009. 12. 18.자 결정 08직인17 [구금시설의 자살 관련](수용).

2009. 12. 24.자 결정 09진인3481 [부당한 이송](수용).

2009. 12. 27.자 결정 09진인669 [의료조치 미흡](수용).

2010. 1. 22.자 결정 09진인1654 [서신불허로 인한 인권침해](수용).

2010. 2. 1.자 결정 04진인3782/07진인1039/07진인4745/08진인729(병합) [수용자 

개인정보 유출 관련](수용).

2010. 4. 6.자 결정 09진인5346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불수용).

2010. 5. 13.자 결정 09진인4676 [강제이발에 의한 인권침해](불수용).

2010. 7. 1.자 결정 08진인3224 [부당한 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일부수용).

2010. 7. 1.자 결정 10진인34000 [교도소의 부당한 처우에 의한 인권침해](일부수용).

2010. 7. 12.자 결정 09진인3017 [법무부장관은 보호의자를 착용할 경우 정신보건법상 

‘강박’에 준하는 관리가 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할 것](일부수용).

2010. 7. 23.자 결정 10진정4400 [B형 간염 보균자임을 이유로 한 교육 차별](불수용).

2010. 8. 20.자 결정 10진정80900 [교도관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수용).

2010. 10. 15.자 결정 09진인4729 [교정시설의 부당한 서신검열로 인한 인권침해](일부

수용).

2010. 12. 22.자 결정 10진정0747500 [의료조치 미흡에 관한 인권침해](수용).

2011. 1. 20.자 결정 10진정388000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일부수용).

2011. 4. 14.자 결정 09진정4707 [의료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수용).

2011. 5. 24.자 결정 10진정349700 [가족 사망사실 미통보로 인한 인권침해](불수용).

2011. 6. 17.자 결정 10진정0611500 [인격권 침해](일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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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9.자 결정 10진정205500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불수용).

2011. 8. 10.자 결정 11진정137900/279600/198500(병합) [보호장비(수갑) 사용 제한]

(불수용).

2011. 8. 11.자 결정 11진정323900 [마약류 사범 해제](수용).

2011. 11. 9.자 결정 11진정323900 [강제이발 금지](불수용).

2011. 12. 2.자 결정 11진정360300 [소수종교의 종교집회 허용](불수용).

2011. 12. 22.자 결정 11진정430901 [출정시 착용 신발 선택](수용).

2011. 12. 22.자 결정 정책권고 [빌딩형 교정기관의 시설환경 개선(정책권고)](수용).

2012. 2. 3.자 결정 11방문1200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환경 개선](수용).

2012. 3. 5.자 결정 09진인595/09진인809/09진인1392/10진인335/10지정122301 등

/10진정142500/10진정595100/11진정19901/11진정33701/11진정

230101/11진정107900/11진정280600/11진정325900(병합) [서신검열 개

선](수용).

2012. 4. 24.자 결정 12진정47900 [영치금업무 관련 개인정보보호](수용).

2012. 5. 9.자 결정 11진정0091200 [폭행사고 방지 조치](불수용).

2012. 5. 16.자 결정 11진정694400 [조사 중인 수용자의 운동 제한](수용).

2012. 7. 3.자 결정 12진정440800 [장애수용자에 대한 처우](일부수용).

2012. 10. 26.자 결정 11진정69000 [채식주의자에 대한 처우](불수용).

2013. 1. 4.자 결정 12방문600 [징벌처분 및 보호장비 사용(정책권고)](일부수용).

2013. 1. 9.자 결정 12진정757400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불수용).

2013. 8. 14.자 결정 12진정677400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불수용).

2013. 11. 14.자 결정 13직권100 [교정시설 과밀수용 환경개선](불수용).

2013. 12. 23.자 결정 13진정580000 [교도관의 과도한 접견 참여](수용).

2014. 3. 10.자 결정 13진정165900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불수용).

2014. 7. 15.자 결정 13진정0471100 [화장실 차폐시설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일부수용).

2014. 12. 22.자 결정 14진정0158100 [출정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검사에 의한 

인권침해](일부수용).

2015. 1. 14.자 결정 14진정0600700 [신입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검사에 의한 

인권침해](일부수용).

2015. 2. 11.자 결정 14진정0522400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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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24.자 결정 14방문0000900 [○○교도소 시설환경 및 수용자 처우 개선방안 

권고](수용).

2015. 8. 25.자 결정 15진정0036300 [조사･징벌 거실 과밀수용에 의한 인권침해](수용).

2015. 12. 3.자 결정 14진정0987300 [암 전력 있는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일부수용).

2016. 6. 7.자 결정 15진정0197600 [과도한 보호장비 착용에 의한 인권침해](수용).

2016. 6. 29.자 결정 15방문00019000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인권개선 권고](수용).

2016. 9. 2.자 결정 15진정0923400 [면전진정서 지연처리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권고]

(수용).

2016. 10. 2.자 결정 16진정0216600 [교도소의 의료조치 미흡](수용).

2016. 10. 25.자 결정 15진정0983700 [수용자 전화통화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일부수용).

2016. 11. 9.자 결정 16진정0317900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수용).

2016. 12. 8.자 결정 16진정0306000 [여성수용자 거실 과밀수용 등](수용).

2017. 1. 17.자 결정 16진정0981900 [교도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수용).

2017. 2. 1.자 결정 16진정0773500 [구금시설 내 부당한 전자영상장비 계호](수용).

2017. 2. 27.자 결정 16진정116600 [교도소의 서신반송으로 인한 통신의 자유 침해](수용).

2017. 3. 10.자 결정 16직권0001900/16진정0688600/16진정0695700(병합) [○○교 

수용자 사망관련 조치 요구](수용).

2017. 3. 10.자 결정 16진정0773500.

2017. 8. 3.자 결정 16진정0695000 [법원 출정시 보호장비 착용 외부 노출 등 인권침

해](수용).

2017. 8. 29.자 결정 17진정381300 [구금시설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에 의한 인권침

해](수용).

2017. 11. 8.자 결정 17진정276100 [열악한 조사･징벌자 거실내 환경 등 인권침해](수용).

2017. 11. 24.자 결정 17진정624700 [교도관의 욕설 및 폭행](수용).

2017. 12. 13.자 결정 17진정0155600 [구치소의 열악한 수용환경 등](수용).

2018. 2. 1.자 결정 16진정0773800 [구금시설 내 과도한 전자영상장비 계호 인권침해]

(수용).

2018. 2. 8.자 결정 17진정0100600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접견권 제한 등,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접견 금지조치 시](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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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3.자 결정 17진정0840500/17진정0841100(병합) [구금시설 의료조치 미흡 

등](수용).

2018. 3. 23.자 결정 17진정0169900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부친 장례식 참석을 

위한 특별귀휴 불허](수용).

2018. 3. 26.자 결정 17진정0480000 [교도소의 의료조치 소홀에 의한 인권침해](수용).

2018. 4. 5.자 결정 17진정0519400 [노동위원회 출석 시 보호장비 착용 외부 노출 

등에 의한 인권침해](수용).

2018. 5. 25.자 결정 17진정1039500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수용).

2018. 7. 2.자 결정 17진정1109200 [구금시설 내 과도한 전자영상장비 계호](수용).

2018. 7. 13.자 결정 17진정0650900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일부수용).

2018. 7. 16.자 결정 17진정1216200 [교도소 내 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수용).

2018. 7. 24.자 결정 17진정0711700 [교도소의 부당한 서신 검열](수용).

2018. 7. 24.자 결정 17진정0868300 [조사수용자 실외운동 제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수용).

2018. 8. 22.자 결정 2016년 건강권 실태조사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처우 제공](수용).

2018. 10. 8.자 결정 18진정0214100 [부당한 서신 검열](수용).

2018. 11. 13.자 결정 18진정0209600 [순시시 착석 강제](수용).

2018. 11. 15.자 결정 17진정0547500 [의료조치 미흡](수용).

2018. 11. 16.자 결정 17진정0577700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참석 확대](수용).

2018. 12. 12.자 결정 17직권0002100 등 [과밀수용](수용).

2018. 12. 13.자 결정 18진정0514300 [수용자 접견 시 교도관 청취･기록](수용).

2019. 1. 16.자 결정 18방문0001500 [조사수용과 관련하여](일부수용).

2019. 1. 29.자 결정 18진정0231200 [교도소의 미흡한 의료조치로 인한 수용자 사망 

등](수용).

2019. 2. 11.자 결정 17진정1054100/차별시정위원회 [전과이력을 이유로 한 차별대

우](수용).

2019. 2. 28.자 결정 18진정0513000 [장기간 전자영상계호로 인한 인권침해 등](일부

수용).

2019. 3. 21.자 결정 18진정0856500 [구치소의 서신반송으로 인한 통신의 자유 침해]

(수용).



526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II)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2019. 3. 29.자 결정 17진정0726700 [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등](수용).

2019. 4. 16.자 결정 17진정0967400 [검사실 조사 시 보호장비 착용에 의한 인권침해]

(일부수용).

2019. 4. 18.자 결정 18진정0547601 [구치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

해](수용).

2019. 4. 24.자 결정 17진정1039800/18진정0779900(병합) [구치소 감독자 순시중 수

용자 단체인사 관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수용).

2019. 4. 26.자 결정 18진정0728000 [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수용).

2019. 5. 7.자 결정 2017년 직권조사에 대한 정책 권고 [형사사법단게에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수용).

2019. 6. 5.자 결정 18진정0821900 [교도소의 B형간염 예방접종불허](검토중).

2019. 6. 5.자 결정 19진정0116200 [HIV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수용).

2019. 6. 19.자 결정 19진정0066200 [조사수용 시 실외운동 및 스마트 접견 제한](수용).

2019. 6. 19.자 결정 19진정0116200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경비처우급 결정](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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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수용자 인권보장 조치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응답 결과

부록 2-1. 수용자 인권보장 조치에 대한 교정공무원 응답결과 분류체계

100. 교정시설의 개선

 110. 과밀수용의 개선

   111. 과밀수용 해소

   112. 독거실 확충

   113. 교정시설 확충(“소규모” 교정시설 확충 등)

 120. 교정시설 개선

   121. 낙후된 교정시설의 현대화

   122. 교도소 내 부족한 시설 보충 필요

200. 수용자 처우의 개선

 210. 의료처우의 개선

   211. 의료진 확충 및 의료전문시설 신설

   212. 조현병 등 엄격한 분리수용

   213. 기타 (응급처치, 수용자 진료비 부담 등)

 220. 교육적 측면

   221. 수용자 대상 인권교육(인성교육) 강화 

   222. 기타 (직업 훈련)

 230. 기타 처우 개선

   231. 전화 등 생활 편의 확대

   232. 기타 (수용자의 동등한 처우, 미결수용자 종교, CCTV 설치, 서신제한, 고충처

리반 실질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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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

 310. 교정공무원의 인권 관련

   311. 수용자 인권의 과도한 보장으로 인한 교정공무원 인권 침해

   312. 교정공무원 인권의 우선 보장

   313. 수용자 인권 보장만큼 교정공무원 인권 보장

   314. 교정공무원 사기 진작

 320. 근무여건 및 시설의 개선 

   321. 근무환경 개선

   322. 과도한 업무량 및 근무시스템 개선

   323. 교정 조직문화 개선(하향식 의사전달 개선 등)

   324. 사건･사고 발생시 교정공무원 징계 최소화(책임 경감)

 330. 인적 측면 

   331. 교정공무원 및 인권 지원 인력의 증원

   332.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인권교육 강화

400. 수용질서 관련

 410. 상습 진정･청원 관련 수용자에 대한 대책 

   411. 진정･청원제도 오･남용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412. 상습 진정･청원 수용자 구체적 제재방안 마련

   413. 진정･청원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습 수용자 대상 교육 

 420. 수용질서의 확립 

   421. 엄격한 수용질서 유지(기강확립) 

   422. 현실적인 징벌 규정 마련 

   423. 기타 (기결수용자 신속 이송, 전자장비 사용 후 고지) 

 430. 상습 진정･청원 관련 교정공무원에 대한 대책 

   431. 동일한 내용(혹은 불필요한 내용)의 진정･청원의 엄격한 처리 

   432. 교정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방지 대책 마련 

   433. 기타 (상습 진정･청원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 



부록 2. 수용자 인권보장 조치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응답 결과 559

 440. 분류처우 개선 

   441. 엄격한 개별처우(경비등급에 따른 처우 등)

   442. 미결･기결 구분(교정행정 이원화)

500. 기타

 510. 과도한 수용자 인권 보장의 문제점 

   511.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 과도한 수용자 인권 보장 

   512. 현재 수준만으로도 인권보장 충분 

   513. 수용자 인권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보호 필요

 520.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불만 

   521. 교정현실을 고려한 권고 필요

   522. 수용자의 인권보호의 최소화

   523. 기타 (국가인원위원회 폐지 등)

 530. 피해자의 인권보장 확대 

 540. 국민의 인식 개선 필요

   541. 교정기관 및 교정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542. 수용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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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수용자 인권보장 조치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응답 결과 주요 내용

❍ 설문조사 개방형 질문 교정공무원 응답인원수

(단위 : 명(%))

총

합

서울

(구)

안양

(교)

수원

(구)

화성

(직)

서울

남부

(교)

원주

(교)

대구

(교)

부산

(구)

진주

(교)

경북2

(교)

경주

(교)

대전

(교)

청주

(교)

천안

(교)

청주

(여)

충주

(구)

광주

(교)

전주

(교)

군산

(교)

기타

조사

대상자

864

(100)

67

(100)

43

(100)

59

(100)

33

(100)

34

(100)

30

(100)

73

(100)

79

(100)

46

(100)

31

(100)

22

(100)

65

(100)

21

(100)

27

(100)

40

(100)

16

(100)

59

(100)

42

(100)

32

(100)

45

(100)

개방형

질문

응답자

285

(33.0)

18

(26.9)

11

(25.6)

19

(32.2)

8

(24.2)

6

(17.6)

11

(36.7)

22

(30.1)

28

(35.4)

16

(34.8)

16

(51.6)

7

(31.8)

20

(30.8)

9

(42.9)

10

(37.0)

18

(45.0)

3

(18.8)

16

(27.1)

11

(26.2)

15

(46.9)

21

(46.7)

100. 교정시설의 개선

 110. 과밀수용의 개선 (60)643)

  111. 과밀수용 해소 (35)

▸과밀수용 해소(01003)644)(03030)(03047)(08030)(09029)(09078)(11030)(12010)

(12015)(12022)(14011)(15023)(16030)(16036)(18056)(18057)(21021)

▸과밀 수용 해소, 법과 제도의 정비(01018)

▸과밀 수용과 교정공무원이 맡아야 할 수용자 인권이 많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낭비

현상이 과밀수용 해소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해소 능력이 

필요합니다(03034)

▸얼마 전 뉴스에서 철원시가 교정시설 건립을 희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현재 

과밀화되어있는 인권의 분산과 현대화된 시설이 뒷받침 되면 교정 공무원의 업무부담 

강도 줄어들고 수용자들의 인권도 현재보다 더 보장될 것 같습니다(03043)

▸과밀수용 해소, 답답한 교정시설(03057)

▸수용자의 인권보장의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과밀수용의 해소와 

교정시설의 환경개선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밀수용 문제는 우리 교정당국의 

643) 응답자 수를 의미함. 한 응답자가 여러 가지 내용에 중복 응답한 경우에는 별건으로 계산함.

644) 다섯자리 중 앞의 두자리는 응답자의 기관별 고유번호이고, 뒤의 세자리는 기관별 응답자의 

고유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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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인권위 위원회를 비롯한 범정부적인 도움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노력으로 과밀수용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수용자의 인권도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봅니다(08024)

▸거실 수용밀도 개선(08037)

▸과밀 수용 해소 : 교정 공무원의 관리 인원이 많다 보니 관리하기도 벅참(09057)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교도관의 인권 향상 및 과밀수용에 대한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용자가 말하기를 “여기 교도소 직원들은 

같은 이야기라도 참으로 친절하게 이야기 하는 것 같다. 앞에 있었던 교도소는 

너무 불친절 하다.”라고 말한 사실이 자주 있습니다. 이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수용

자 대비 직원 부족현상으로 수용자와의 일과 업무 처리시 대화 자체가 신경질적이

고 심도 있는 대화 부족 등으로 교도관과 수용자와의 관계단절로 이어져 여러 문제

가 생기지 않나 생각 됩니다. 지금 작성자 소속기관 또한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하고 

있어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보면 먼저 교도관의 인권

향상 및 과밀수용 문제가 우선시 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용자에게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를 인해 수용자의 인권이 향상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10014)

▸기본적으로 과밀 수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상식적인 문제로서 수용자 관리에 적절

한 인권파악을 현실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담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수용동 수용

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지만 직원 1인당 22명이 적당하다고 봅니다(10040)

▸수용시설의 확대를 통한 과밀수용해소 좀 부탁합니다(11028)

▸수용자에게도 최소한의 생활공간 제공은 필수 - 과밀수용해소에 적극 노력 필요

(13007)

▸과밀수용과 교도관 한명이 데리고 있는 수용자가 너무 많아도 이것만 해결되면 

인권보장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봐요(13030)

▸과밀수용개선 : 에어컨이 우선시 될게 아니라 과밀부터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16003)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것이 시간문제이며 수용자에게 평의를 사용하고 반말은 사용

하지 않는 등 수용자에 대한 처우나 관리의 수준이나(규정, 거청 등) 제도는 제대로 

직원과 교정기관이 준수한다면 수용자인권 보장은 강화해야 된다는 논의는 필요 



562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II)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없다고 봄(16023)

▸과밀 수용 해소 : 개인 생활의 침해 및 그로인한 다툼이나 시설에 대한 불만이 

커져 자신의 영역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청원, 진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밀 

수용의 해소가 안정된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됨(20017)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교정관계 법령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지만 교정시설 여건과 그 외 기반 여건에 비추어 피치 못하게 인권은 수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족스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기 전 교정시

설 이라는 특수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되는 인간의 

권리가 있습니다.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유지하기 위함을 우선으로 하되 

인권보호가 유지된다면 사회에서 용인 될 수 있는 제도라 여겨집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과밀수용 개선과 교정공무원 증가가 수용자의 인권보호의 

시발점이라 생각됩니다(20025)

▸근무자와 근무요건과 과밀수용의 해소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으

로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인권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1020)

▸불구속 수사 원칙(06001)

  112. 독거실 확충 (14)

▸독거수용 확대(01003)(01062)(02025)(02039)(15026)

▸수용자의 청원, 진정 등의 남발은 독거 수용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새로 증축되는 교정시설에는 독거시설이 확충되어져야 한다고 

본다(01056)

▸전 수용자 독거실 수용(06004)

▸독거실 증설(수용자 인권 보장은 지금으로도 충분함), 교도소 증설(06025)

▸교도소를 많이 지어주세요(독거실 많이)(08027)

▸과밀 수용과 독거거실의 부족으로 단체 생활에 부적격한 수용자의 처우가 교정사고

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 생각에 과밀 수용과 독거 거실의 부족을 해결 

할 수 있다면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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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많이 뽑고 독거실 많이 만들고 좀더 크게 만들고 작업 상여금 많이 주고 

운동시간 더 늘려주고 접견 횟수 좀더 늘려주고 TV 종일 틀어주고 수용복 좀 더 

질 좋게 하고 부식 좀 더 좋게 했으면 합니다. 수용시설에 있는 모든 것 인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10036)

▸신설하는 교정시설엔 독거실의 비율을 높여 형집행법의 독거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음(16036)

▸과밀 수용으로 인하여 폭행사고 증가, 낙후된 교정시설 신축(독거실 증축)(19016)

▸시설 확충을 통해 독거수용 비율을 높이는 것이 현재 필요한 최선의 조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독거수용을 통해 생활스트레스 감소 및 폭행, 성추행, 구매물 갈취 

등 각종 교정사고 발생률의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무엇보다 평소 규율을 준수하고 성실히 생활하나 상대적으로 소외된 수용자에 대한 

인권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21018)

  113. 교정시설 확충(“소규모” 교정시설 확충 등) (11)

▸인권보장을 위한 취지라면 시설면의 개선 즉 물적, 인적 시설의 확보가 필요함. 

과밀 수용의 경우 교정기관의 확충이 필요함(01052)

▸소규모 교정시설 증축(04017)

▸소규모 교정시설 증축. 대규모 교정시설이 많은 관계로 과밀수용으로 인한 교정사

고 우려(04022)

▸교정시설의 확대입니다. 시설이 워낙 적다보니 수용인원 대비 거실의 크기가 협소합니

다. 과밀수용으로 인해 그들의 생활도 불편 하고 교도관의 계호도 힘들어 집니다. 

교도소, 구치소를 신설하여 교도관,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이루어져야 합니다(08021)

▸교정시설 신설(09027)(09078)(14004)

▸교정시설의 소규모화로 교정 공무원이 수용자와 관계가 원활하면 자연스럽게 인권 

보장에 관심을 더 갖게 될 것입니다. 한 교정공무원이 다수의 수용자를 관리하다 

보면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시설의 소규모화가 필요합

니다(18027)

▸대규모 교정시설이 아닌 소규모 교정시설 확충(1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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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개선이 없이는 수용자 인권 보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존의 시설 일부 개선(화장실 등)으로는 건축물 구조상 제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 교정시설을 폐쇄하고 현대적 교정시설(적정 수용 규모)을 신축하는 것만이 근본

적 해결방법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됩니다(21019)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국, 법무부장관 청원, 서울지방교정청장 청

원 등 권리규제기관에 제기하는 진정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용자는 본인

의 독거수용 요구에 대하여 교정당국이 거부하면 청와대, 감사원, 권익위, 검찰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교도관 및 교도소의 불합리한 점 등 독거와는 관련없는 사항

을 무분별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담당근무자는 위 기관에서 요구한 자료를 찾아 

답변하느라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빠듯할 때가 많습니다. “형집행법” 제14조 

수용자는 독거 수용한다는 규정이 적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교정시설에서는 

독거실 부족으로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고 수용자들과 교정기관의 갈등이 나타나

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여러 기관에 진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용자

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첫째는 과밀수용을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검찰의 

구속수사를 불구속으로 전환하고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및 벌금제도를 활용하며 

교정기관에서는 가석방을 통해 수용률을 낮출 수 있겠으나 피해자 및 국민의 법감

정으로는 어려움이 있기에 교정시설을 신축하고 교도관의 인력을 확보하여 수용자

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

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

여 필요한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21023)

 120. 교정시설 개선 (31)

  121. 낙후된 교정시설의 현대화 (27)

▸교정시설의 현대화(09078)(10029)(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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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교정시설 개선(02039)(04030)(12010)(13013)(18057)

▸시설 환경 개선이 시급함(08067)(01018)(12015)(12022)

▸교정시설 현대화 및 확충, 신설로 과밀 수용 해소가 최우선이다(03010)

▸열악한 환경개선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 수용자 모두(03015)

▸교정시설의 현대화, 시설 내 과밀화 방지(03019)

▸상호간의 법질서를 준수하고 생활한다면 현재의 수준으로 충분히 보장 될 수 있다

고 생각 됩니다. 좀더 나아간다면 낙후된 시설을 좀더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08006)

▸시설 낙후(전력량이 늘어나 화재위험 있고 지진시 취약 등)(08030)

▸교도소, 구치소의 시설이 현대적으로 개선되어 교정공무원이 직접 수용자를 대하는 

것 보다 시설적 계보를 충분히 하게 되면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충분히 높아질 

것임(08060)

▸백가지 대책이 필요 없습니다. 현대화된 건물로 이전이 이루어져야지만 수용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될 것입니다. 지금의 여건으로는 높아진 수용자 인권의식을 

감당할 수 없으며 마찰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09022)

▸현재 시설이 노후화된 교정기관들이 다수 있어 과밀수용, 수용환경의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 됩니다. 인권의식은 먼저 선행되어 있어 보이나 시설적인 환경이 열악

하다고 보여지는 교정시설의 신축 혹은 증축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

니다(09025)

▸거실의 낙후로 시찰이 되지 않아 수용자의 동정 살리기가 어려우며 우연한 교정사

고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많음. 수용시설의 조속한 개선 필요(13010)

▸낙후된 시설 개선과 개미, 바퀴벌레 등 출현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19013)

▸시설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낙후된 교정시설을 폐거하고 새로운 교정시설

로 전환 시급 공권력 강화가 되어야 소외된(다수에) 수용자들의 인권이 확보됨(문제 

수용자에 대한 행정력 소모가 너무 많음)(19017)

▸무분별하고 과도한 정책은 오히려 일선 직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인권정책에 

대한 반감을 불러 올수 있음. 교정시설의 환경개선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임(21038)

▸낙후된 교정시설이 많아 수용자와 직원들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설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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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면 수용자들도 진정, 청원 등도 줄어들 것입니다(21042)

▸어떤 교육이나 말 보다는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수용자가 많고 일생동안 징역을 많이 산 수용자들에게는 그래도 시설의 현대화 

등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용생활을 하면 출원 사항이 줄어듭니다. 핵가족 문화에서 

자란 젊은 층과 연고가 없는 수용자는 혼거 생활이 어려운데 시설이 받쳐주지 않아서 

계속되는 입실 거부 등 그에 따른 출원 사항이 증가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21044)

▸현재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처우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

나 무엇보다 시설적인 측면의 개선과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다면 인권보장의 한계가 

있다 생각합니다(21046)

  122. 교도소 내 부족한 시설 보충 필요 (4)

▸혼거실･화장실 증설 : 현재 일률적으로 1개 혼거실당 1개의 화장실이 설치된 것을 

3인 이상의 경우 2개의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01060)

▸기후에 맞는 냉･난방(03047)

▸교도소 내에 시설부족(08030)

▸1인 거실 내 인간다운 생활이 보람된 만큼의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음

(13057)

200. 수용자 처우의 개선

 210. 의료처우의 개선 (15)

  211. 의료진 확충 및 의료전문시설 신설 (8) 

▸시설의 현대화 및 과밀 수용개선과 의료전문 교정 시설 확충으로 수용자의 의료 

처우 개선이 시급함(01066)

▸의료직 공무원을 보건복지부 국방부와 국립의료원등과 연계하여 순찰근무하여 다

양한 진료분야의 전문가 확보와 예산의 감소(0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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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를 의료 전문 교도소 신설 필요(일본 5곳)(09074)

▸의료 처우의 개선(11030)(16024)(16030)

▸의료처우 개선 시급. 야간 근무자가 수용자 약 투약 문제로 많은 시비와 어려움이 

많음. 거실의 낙후로 시찰이 되지 않아 수용자의 동정 살리기가 어려우며 우연한 

교정사고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많음. 수용시설의 조속한 개선 필요(13010)

▸의료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휴일이나 일과 종료 후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당직의

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18021)

  212. 조현병 등 엄격한 분리수용 (5)

▸조현병 등 정신병력 수용자 따로 집금 수용(03047)

▸정신질환자, 특정질병을 가진 환자(심장병, 전염병 등) 너무 많아 구분해 수용할 

시설 없음(08030)

▸수용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사건), 그것은 교정기관의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과밀수용, 직원부족, 의료전문 인력부족, 정신질환자 관리인원 부족 

등.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를 뒤로 한 채 각종 대책을 세워도 

이런 문제는 해결 될 수가 없습니다. 환자를 100명 관리하는 간호사, 20명 관리하는 

간호사, 5명 관리하는 간호사, 어떤 간호사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을까

요? 분류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해서 수용자 중에 환자라도 제대로 걸러주시고 그들을 

관리하는 새로운 인력 충원을 해주세요. 당장 예산없이 할 수 있는 일을 강조하며 

마치겠습니다. 분류심사시 정신질환자(정동장애, 조현병, 지적장애)라도 꼭 걸러서 

일반수용자들과 생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11019)

▸정신질환 수용자 문제 수용자등 타 수용자의 인권침해자 등 인권보장 침해자에 

대한 별도의 시설수용 및 교육 관리가 필요함(14015)

▸군대에서도 인원 점검시 구령을 하는데 감독 순시도 인원 및 점검의 일환으로 보면 

인권 특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수용자들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수용관리 면에

서 필요하다고 본다. HIV환자의 경우 와 다른 수용자의 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출이 심하게 되지 않는 정도 선에서 특이환자 표식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수용자의 접촉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봅니다(1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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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기타 (응급처치, 수용자 진료비 부담 등) (2)

▸교정기관에서 응급환자 등에 대해 구속(형)집행정지 건의서 검찰, 법원에서 교정기

관의 의견 적극 검토, 반영 필요(03003)

▸40% 이상 약을 복용하는 수용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료를 지불하게 하여 예산 절감 

및 수용자 건강 증진(06004)

 220. 교육적 측면 (13)

  221. 수용자 대상 인권교육(인성교육) 강화 (12)

▸수용자에 대한 인권교육 필요, 동료 수용자를 인권에 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인권의식 강화를 통하여 수용자간 싸움 등 교정사고 예방 필요(01001)

▸수용자에게 인권존중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범죄로 피해 받은 사람을 생각하

고 자성하는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음(08015)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상응하는 수용자의 책무(의무) 강화(08020)

▸수용자 인권교육 증가 및 강화(08054)

▸수용자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수용자 인권 교육이 필요함. 특히 장애를 가진 

동료 수용자들을 비롯한 소수자 차별방지와 관련한 교육이 시급함(08064)

▸수용자에게 편의만 제공하는 것보다 책임의식을 기르는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습

니다(10042)

▸지금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수용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 개선하는 

수용자 인권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11013)

▸집, 학교, 군대, 사회, 심지어 교도소에서까지 이들은 인권이 무엇인지 교육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이들은 다 큰 애기다. 폭력성이 있는 애기 자신의 것이라 생각한 것에 조그마한 

침해가 있어도 견디지 못한다. 남의 고통으로 죽어가던 말던 나의 작은 만두 1개가 

더 소중하다. 교도소에서 만큼은 제발 인권보장보다 그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지 가르쳐 줄 수 있기를(11018)

▸수용자에게 충분한 인권교육(입소시, 이송시) 실시(1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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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들에게 인권이란 권리와 의무 임에도 본인의 의무보다는 권리만 강조되고 

있으니 책임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본인의 인권보장을 받는 것임을 깨우쳐야 한다(13063)

▸꾸준한 수용자에 교육과 직원들의 관심(14018)

▸수용자의 지나친 인권 보장은 법집행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존중 

사상과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생각은 미리 갖게 하여 사회에 나가 올바르게 

보통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16008)

  222. 기타 (직업 훈련) (1)

▸재범 방지를 위한 직업훈련 교육(06001)

 230. 기타 처우 개선 (11)

  231. 전화 등 생활 편의 확대 (5)

▸수용자 인권침해의 양태는 교정공무원들에 의한 침해행위 보다는 열악한 시설과 제도

의 부재 등으로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어도 구매

물 소송서류 정도는 보관 가능한 개인생활 도구 등은 갖추어져야 할 듯하다(01056)

▸수용자 부식의 영양 균형적으로 개선, TV 방송의 질 향상, 헌책을 새 책으로 교환 

비치(사동 내)(03047)

▸수용자 인권을 위해서 자유는 구속하되 필요한 것은 조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04029)

▸전화, 인터넷 등 외부와의 연락 확대(10005)

▸전화사용 기회 확대(16028)

  232. 기타 (수용자의 동등한 처우, 미결수용자 종교, CCTV 설치, 서신제한, 고충처

리반 실질적 운영) (6)

▸모든 수용자에 대한 동등한 처우(0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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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에 적절한 상식을 인정하고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09032)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확대는 좋으나 많은 미결 수용자의 인원으로 인하여 계호상

의 어려움(공범 HIV 관심대상 수용자 등)으로 TV로 통한 종교방송으로 대체함이 

좋겠습니다(10026)

▸모든 수용거실의 cctv 설치로 개인 사생활과 수용자간 억울한 사건 방지 사이에서 

조화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15026)

▸수용자가 서신을 제한해서 악풍 감염우려를 낮추었으면 좋겠음(16036)

▸고충처리반(상담반) 실질적 운영(20009)

300.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

 310. 교정공무원의 인권 관련 (49)

  311. 수용자 인권의 과도한 보장으로 인한 교정공무원 인권 침해 (17)

▸지금도 충분히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도한 수용자의 인권 

보장으로 인해 교정직 공무원은 진정･청원 남발로 인해 스트레스와 업무에 어려움

이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법 감정을 생각했을 때 현재 수용자의 생활 및 인권실

태는 과할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01053)

▸현재 수용자의 인권을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교정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수용자

들의 불필요한 진정이나 청원으로 인해 교정행정의 낭비와 근무자들의 사기 저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03031)

▸수용자의 인권은 엄청 높아졌는데 수용자는 관리감독하는 직원들의 인권은 계속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05017)

▸수용자 인권만 당연시 하는 이런 분위기(직원 인권도 같이 보장되었으면 합니

다)(0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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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인권만 너무 생각해주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용자가 어떻게 생활하

는지 알면 억울해서 잠을 못잘 듯합니다. 인권을 악용해서 직원들을 괴롭히거나 

수용생활에 이득을 취하려고만 하지 진짜 인권 뜻을 알기는 하는지 의문입니다. 

수용자가 인권보장보다는 피해자나 직원인권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09006)

▸지나치게 수용자 위주로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협박 및 폭행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 비해 교도관의 인권은 보장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정교화 및 수용자 인권 처우를 논하기 전에 현장 근무자들

의 고충과 인권 그리고 기강이 바로서야 될 것 같습니다(09014)

▸현실적 괴리감이 가장 큰 듯합니다. 미성년자는 강간하고 수용중인 수용자가 자신

의 경미한 의료처우를 해주지 않는다 하여(관비에 의한 정형외과 질환 등)진정, 

청원, 하고 인용되는걸 보면 많은 괴리감이 빠집니다. 인권이 뭘까요?(10033)

▸수용자들의 생각하는 인권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용자의 인권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 됩니다. 피해자의 인권보장 보다 가해자 즉 수용자들의 인권보장이 더욱 중요

시 되고, 반면에 피해자 및 교도관들의 인권은 축소되고, 법을 집행하는 교정인으로

서의 자존감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수용자와 교도관의 인권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현재는 수용자 쪽으로 기울어 졌다고 생각됩니다(11005)

▸수용자들이 인권을 상당히 향상된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보장되는 것이 현실입니

다. 옷에 소변을 보고, 똥을 싸고, 침도 뱉고 등등, 실제 현장에서 이런 수용자가 

인권위 진정 인권국 진정 등을 냅니다. 인권위에서 수용자들의 진정 등을 조사할 

때 수용자 면담시 대화와 교정공무원과의 대화는 천지차이입니다. 부디 수용자가 

아닌 직원들의 인권을 더욱더 배려해 주길 바랍니다(11010)

▸이곳은 교도소입니다. 사회와 똑같이 인권이 다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과밀수용과 낙후된 교정시설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당연 그것으로 인해 저희 교정 공무원의 인권도 조금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보통 인권 인권하는 수용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

는지요. 다수가 아닌 본인 개인의 이익 추구만을 위해 인권을 말하며 직원을 협박하

고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분들이죠. 이후 결과를 본인의 무용담으로 다른 수용

자들에게 과시하듯 말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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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앙적으로도 잘 맞아서 교도관이 되고 복된 교도관을 꿈꾸며 이 직업을 천직으

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회에서는 죄를 짓고 들어왔지만 판단은 법원이 

할 일이고 우린 그들을 보호하며 재판을 잘 받게 할 올바른 법집행이 이루어지게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지요. 하지만 바깥에서 

인권을 외치고 있을 때 이들은 그 인권이라는 무기를 들고 직원들 공격하지요. 

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정, 청원을 통해 직원이 업무를 

못하고 정당한 업무 집행을 했음에도 그것에 대한 변명을 해야 하도록 만들지요. 

정말 본인의 죄를 반성하며 성실하게 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 찾기도 힘들지만 

그런 수용자들은 인권을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잘 지켜진답니다. 수용자들의 인권

이 잘 지켜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공정해야 할 법집행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용시설의 기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형사정책의 

연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13031)

▸수용자들의 무분별한 인권을 빙자한 고소, 고발, 협박 등에 국가기관이 너무 안일하

게 대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 인권유

린에 대해서는 관련 공문을 내려 본적이 있냐?(14006)

▸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곳이 교도소인지 요양소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근무자들이 당당하게 근무하고 교정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수용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보장하여 수용자 눈치 보며 소극적으로 일하는 지금

의 모습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정 행정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생각을 교도소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

다. 교도관이 수용자를 떠받들고 쩔쩔매고 하는 모습은 많이 봐 왔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인권보장인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16009)

▸현재 수용자의 인권이 과도하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정공무원의 원칙적인 

수용관리가 힘들어지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수용자의 인권보장 

보다는 피해자의 인권보장이나 교정공무원의 인권향상에 신경써주십시오(18059)

▸현재 교정시설 에서는 수용자의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만 강조 하다보니 교도관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생길정도 입니다. 수용자들은 작은 것 하나도 소송이니 청원이니 하면서 직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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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수용자들이나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

는 일이 많습니다. 수용자들은 선량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수용시설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피해자나 일반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9011)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인권을 일반시민보다 더 많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권보

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자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니 교정공무원의 인권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21011)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 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정공

무원의 인권이 너무 떨어져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수용

자의 인권을 생각하다가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서 인권보장

이 되면 수용자의 인권은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21034)

▸현재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인권보장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보장이 되어 있으며 

수용자들이 인권보장을 빙자하여 처우 개선의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

서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더불어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21041)

  312. 우선적인 교정공무원 인권 보장 (16)

▸직원들의 인권개선(신장)(01043)(02011)(03057)(15011)

▸직원 인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수용자 인권에 대한 순수성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수용자 인권만 비대해지고 있다. 번지르르한 집만 있을 뿐 집기는 낡고 녹슨 

형편임(01045)

▸현재 교정시설은 과밀수용, 시설낙후 등으로 일부기관을 제외하고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다수 수용자는 규율을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수용생활을 하고 

있으나 일부 수용자는 수용생활 편의를 위해 각종 고소, 고발, 인권위 진정, 청원 

등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교정업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도 있는 

등 교정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들을 관리하는 교정직원

들은 질서유지와 인권보호라는 상반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지만 마땅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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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교정직원들에 의해 진행되는 수용자 

인권보장 등 처우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부족한 인력확충을 통한 직원 인권 및 처우 개선, 수용인원조절(구속사유 및 인원엄

격 통제), 시설개선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수용

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03001)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무자의 기본적인 근무여건과 인권

이 지켜진다면 자동으로 수용자의 인권 또한 보장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05001)

▸직원의 인권을 먼저 보호해 주세요. 국가 인권위가 교정시설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수용자 우선으로 때론 인권위 실적을 위해 일하는 것 같습니다(05033)

▸수용자 인권보다는 직원인권이 먼저 직원이 수용자에게 무시당하면 수용자 인권도 

지켜질 수 없습니다(06007)

▸교정 공무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도 강조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09076)

▸수용자의 인권보장 이전에 직원들의 고충과 직원들의 인권향상에 힘을 쏟는다면 

자연스레 수용자의 인권보장도 올라갈 것이며 수용자에게 편의만 제공하는 것보다 

책임의식을 기르는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10042)

▸교정직 공무원의 인권보장이 먼저 선행되어야하고 교정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 후 그다음에 수용자의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12001)

▸직원의 인권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13033)

▸본인(근무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타인(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교정직 공무원들의 근무체계 및 근무형태, 

수당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근무자의 근무시설 환경 개선을 우선시 하면서 수용자

들의 수용시설 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21005)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정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1. 근무인력 보강, 2. 안정된 

4부제 근무 정착)(12006)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주체는 결국 직원입니다. 직원의 심신이 건강하고 인권

에 대한 건전하고 올바른 마인드를 가져야 수용자의 인권은 더 잘 보장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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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기관의 근무 여건은 결코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21016)

  313. 수용자 인권 보장만큼 교정공무원 인권 보장 (13)

▸수용자 인권보장은 적절하다. 직원에 대한 보장이 안되는 상황이 더 문제(01031)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교정공무원의 인권 또한 그만큼 보장되어야 한다(01041)

▸수용자 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직원 인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03036)

▸수용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정공무원들의 인권 또한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

겠습니다(03043)

▸수용자 인권과 비례하여 교도관의 인권도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06001)

▸수용자의 인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교정공무원의 인권도 중요합니다(06028)

▸수용자의 인권만큼 교도관의 인권도 신경 써 주시길…(08057)

▸수용자 인권 개선과 동시에 교도관 인권 개선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 변화

(08069)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함께 직원의 인권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09001)

▸수용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보편적 인권보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에 대한 인권을 지키지 않은 채 자신만의 인권을 요구하는 행위는 차별을 두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함. 수용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권보장

은…(09040)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 벌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신경쓰느라 가장 중요한 교정 

질서 및 내 인권도 못챙겨 주는 조직에서 탈피되길 바랍니다(10027)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동시 진행 필요(15012)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처우개선이나 제도로 인하여 역으로 교정 공무원의 인권이 

침해 된다면 안될 것으로 생각하며 양쪽 모두 인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조치가 이루

어졌으면 합니다(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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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교정공무원 사기 진작 (3)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수 

혹은 다수 직원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교도관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도 그 때문인지 몰라도 수용자를 대할 때 더욱 막 대하거나 교정, 교화 보다는 

나도 고생하는데 범죄자들이 무슨 인권타령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08021)

▸교정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선결되어야겠습니다. 수용자 인권과 관련하여 본인의 

업무에 소홀해지고 소극적이 되어 갑니다(09034)

▸선진국처럼 교도관에 대한 위상 정립이 필요함(09074)

 320. 근무여건 및 시설의 개선 (36)

  321. 근무환경 개선 (17)

▸수용자의 인권이 보장 되려면 그들을 관리하는 교도관이 편안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도관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그들이 근심걱정 없이 수용처우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자연스레 수용자 인권이 보장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요? 또한 무분별한 

진정･청원을 막기 위해 교도관의 진정권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01023)

▸새 관복 지급 지향(03047)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 필요(08003)(08067)(09027)(11006)(13013)(18057)(20032)

(21021)

▸교정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자유롭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08060)

▸묵묵히 본인의 업무에 충실히 하는 교정공무원이 대다수입니다. 우선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며 좀더 나은 환경이 갖춰져야 수용자 인권향상

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09055)

▸직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직원이 교정교화에 더욱 힘쓸 여유가 생김(16036)

▸기본적 처우의 확대(하절기 냉방시간 연장, 반바지, 기능성 티 착용기간 연장, 동절

기 난방시간 연장, 의무관 처우 향상으로 의무관이 교도소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제공, 의무관 확충)(17017)



부록 2. 수용자 인권보장 조치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응답 결과 577

▸세월이 흐를수록 수용자의 인권보장은 더욱 보장 되는데 반하여 교정 공무원의 

인권에 대한 제도나 사법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수용자는 진정이나 청원

을 빌미로 더욱 편안한 수용생활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사법제도의 개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18051)

▸교정공무원 처우개선(사무용품 교환 → 의자, 책상 등)(19016)

▸근무자와 근무요건과 과밀수용의 해소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으

로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인권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1020)

  322. 과도한 업무량 및 근무시스템 개선 (10)

▸불완전한 4부제 체재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정신적 무력감 가중, 이는 업무에 직접

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야근-비번의 다음날은 휴무가 보장되어야 지속적인 

야근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생리적, 인권적 토대가 필요조건의 요건으로써 충족되

리라 생각 됩니다. 불온전한 근무체계로 인한 불온전한 건강상태(정신적, 신체적 

요소)에 있는 근로자에게 온전한 업무, 온전한 인권의 도모를 요구하는 인권실태에 

대한 개선을 향후 지속적인 업무 능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

니다(02007)

▸인권이라 함은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교도관들의 너그러운 마음과 그들을 이해하는 

여유로움에서 나온다 생각합니다. 현재 교정 공무원들은 잦은 조기 출근과 주5일 

근무의 미시행등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토요일 운

동, 접견폐지, 휴일의 보장 등 처우가 개선된다면 교정공무원 스스로도 항상 활기찬 

상태로 근무할 수 있으며 더불어 수용자들은 이해하고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회가 함께 증가하지 않을까요? 각 분야에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교정 공무원

들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야 관리 대상인 수용자들도 덩달아 힘이 납니다(03037)

▸교도관의 과도한 업무량이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 큰 장애물인 것 같습니

다(08011)

▸교정공무원 너무 많은 업무, 윤번휴무 보장 안됨(직원부족), 과다한 업무(0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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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주장하지 않을 내용을 교정시설 안에 있다는 이유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자주 들어오는 수용자들에 의해서 수시로 직원 길들이기 방법으

로 자행되는 청원, 인권위 진정 등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야 하는 등 업무가 과중한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 법감정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인권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09051)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 과밀수용과 업무량 과다로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관리만으로 힘듦(09057)

▸교도관 처우개선 향상 : 4부제 완전히 실시(10029)

▸휴무 및 교도관 처우 개선(10030)

▸교정공무원의 근무체제 개선 등 처우 개선(13056)

▸시설 등 환경개선, 인력 충원으로 과도한 업무량이 조정된다면 수용자 인권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20023)

  323. 교정 조직문화 개선(하향식 의사전달 개선 등) (5)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인식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수용질서를 강조

하면 인권보장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01038)

▸경직된 교정 조직문화 개선(02039)

▸수용자의 인권보장도 필요하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교정공무원의 처우가 상대적

으로 제약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청과 본부는 일선 교정공무원을 대표하는 

상급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정공무

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 바랍

니다(06023)

▸현장과 괴리되고 교정공무원의 적극적 성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형식적이고 하향식 

수용처우 개선안은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됩니다(11008)

▸제도는 정책은 앞서 가는데 직원 및 수용자의 의식이 이를 따라가기가 벅차다. 

어느 좋은 제도나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도 전에 새로운 제도를 위에서 아래

로 지시하여 도입하려다 보니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탁상행정 근절(19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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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사건･사고 발생시 교정공무원 징계 최소화(책임 경감) (4)

▸사건, 사고 발생시 직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했는지 부터 물어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01057)

▸교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내처우(처우, 가석방) 사회적 처우(가족만남)로 인한 

교정사고(도주 등)발생시 적극 행정임을 감안하여 징계, 비난 등 최소화 하는 면책 

규정 필요, 수용자 자살사고에 대해서는 직원 징계 최소화 필요(03003)

▸수용자 자살과 교정공무원 무한 책임(자살을 방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자살

이 직원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직원도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08030)

▸자살 및 각종 교정 사고시 직원 책임 경감(08037)

 330. 인적 측면 (10)

  331. 교정공무원 및 인권 지원 인력의 증원 (6)

▸여러 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교도관 업무의 과중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적 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01052)

▸4인권관련 부분전담 교도관 확보(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협상전문가, 갈등관리 전

문가로 반드시 필요(06004)

▸교정공무원 인원증가(06025)(08037)(12012)(14004)

  332.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인권교육 강화 (4)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중요한 것은 교정공무원의 의식변화라고 생각함. 그 의식변화

의 출발점은 교정공무원의 학력신장도 중요한데, 요즈음 입사하는 젊은 직원들의 

학력이 대졸이 대부분이라 옛날과 달리 인권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 

됨. 조그만 교육에도 큰 효과가 발휘됨(09065)

▸직원인권교육 강화(14002)(19035)

▸아울러 주기적인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 마인드를 키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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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나, 보다 세부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선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인권 감수성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21016)

400. 수용질서 관련

 410. 상습 진정･청원 관련 수용자에 대한 대책 (35)

  411. 진정･청원제도 오･남용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22)

▸교도관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해 하는 무고성 진정 상습자 불이익을 주는 제도 개선 

필요함(01044)

▸대다수 수용자에 대한 인권은 잘 보장되고 있으며 직원들도 이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여 처우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 5% 내외의 일부 

수용자의 악질적인 진정, 청원 등의 남발로 인한 교정기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01051)

▸자신의 수용생활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진정, 청원 등에 대한 적절한 절차가 

필요합니다(02022)

▸법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범위에 대하여만 보호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듯이 

인권의 보호라는 개념에도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닌 선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에도 기본적, 본질적 인권은 반드시 보호가 되어야겠지만 규율위반, 

타인에 대한 위해 등 교정기관 내에서 조차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제한적으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02029)

▸수용자의 인권에 관한 청원, 진정의 대부분은 수용자 본인의 처우에 대한 불만 

또는 편집증적인 성향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청원, 진정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수용시설 문제, 과밀수용 및 수용관리와 목적에 따른 

불가피한 점이 있는 것 또한 고려해주길 바랍니다(03017)

▸저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더 이상 지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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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 상황만 보더라도 인권위 진정, 청원이 

수용자 본인의 수용생활 편의 요구관철 등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더 갖추어야 할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지는 의문입니다. 

현 상황만 보더라도 교정공무원은 문제야기(진정, 청원, 관고발 등)로 정당하고 공정

한 업무 공평한 수용 처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성 없는 (진정, 청원과 

고발 등) 문제제기에 따른 엄정한 결과를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14년간 근무 연차동안 저나 주변 동료들을 지켜보면 잦은 청원, 진정, 고소･고발이

나 교정공무원에 대한 폭언, 괴롭힘, 협박편지, 교도관 개인정보 등의 수용자에 노출

되는 등으로 편지나 수용자 입을 통한 엄포성 발언 등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교도관은 사회방위의 마지노선이 아니라 법을 우습게 여기고 

희롱하는 수용자(소수지만 단골손님 같은)들과 그때 영향을 받은 악풍 감염되는 추종 

수용자들 포함하여… 위축된 마음으로 근무서는 직원들이 많을 것입니다(04009)

▸수용자가 고소, 고발, 진정, 청원을 남발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아 교정 공무원으로

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법 집행을 바르게 하면 수용자의 인권도 같이 보장 될 수 있다고 봅니다(08060)

▸일부 인권침해 운운하는 수용자는 수용자 신분임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이 인권의 전도

사인양 행세하는 현실을 감안하고 이러한 것들(인권 진정, 청원, 고소, 고발 등)이 자신

의 수용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악의적인 몇몇 교활한 수용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악용되

는 현실을 각종의 진정처리 기관에서 엄중히 인식하고 대다수 선량한 수용자들의 일상

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소수의 교활한 수용자들이 

주장하는 인권 침해 운운, 고소, 고발 각종 진정 등을 엄정히 처리했음 좋겠음(09079)

▸수용자의 인권보장도 중요하지만 범죄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함. 고소, 고발, 인권 

등 남용이 심함. 상습 수용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10007)

▸수용자의 악의적이고 과도한 인권주장에 대한 일정한 제재 방안 강구 필요(10037)

▸5% 정도 되지 않는 문제 수용자에 대해 엄격한 처우를 통하여 95%의 일반적 수용자

의 인권이 더 보장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5% 때문에 95%가 희생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11012)

▸수용자의 인권보장은 이미 기존의 제도로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 합니다. 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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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이 너무 할수록 수용질서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악질 수용자의 괴롭히기식 

청원 인권남발은 무조건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11024)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인권보람을 위해 다양하게 처우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교정

시설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들이 다른 수용자보다 편한 

수용생활 본인주장의 관철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진정, 고소의 남발로 

근무자를 괴롭히고 (본인의 업무 할 시간을 빼앗기는 등) 다른 수용자에게 불안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포함 등 무분별하고 남발되는 

진정, 고소에 대해서는 대등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디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을 정도로 수용자의 양형은 충분히 보상되고 있습니다(13032)

▸진정, 청원 등의 오남용의 방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자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결국 다른 수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14011)

▸수용자의 처우개선과 수용자의 과도한 청원 남용의 제한이 비례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지금은 수용자가 청원을 처우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목적을 관철시키거나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15007)

▸수용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보장하고 있는 듯하다. 사회에 더 어렵고 연약한 환경에

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범죄를 저지르고 형벌을 받고 있는 수용자들의 인권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인권 보장을 악용해서 직원을 힘들게 하는 수용자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를 대처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이 안되는 것 같다(16001)

▸수용자들의 인권을 위해 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요구

를 관철하기 위하여 동시 다발적 진정, 청원이 늘고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 청원 

등을 빌미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 되고 교정시설의 기강이 무너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16002)

▸수용자의 인권보장은 매우 잘되고 있어 오히려 교도관의 인권은 침해되고 있습니

다. 직원도 침해 받으면 해당 수용자를 인권위에 진정 및 방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수용자들이 수시로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

지 못하면 민원 넣겠다. 인권위 제소하겠다고 하며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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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7)

▸동일 사안 및 개인적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불필요한 청원, 진정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소외된 수용자와 기타 수용자에게 진정 필요한 청원 진정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함(18056)

▸진정, 고소, 고발, 청원 등을 하는 수용자 중 많은 경우가 구제 절차를 악용하여 

본인이 특별한 처우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교정기관에서 교육을 통하여 

인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이러한 경험들이 교정직원들의 

인권인식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라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법적 혹은 내부 운영 

등을 통해 수용 편의를 위한 구제절차를 난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근본적인 개선의 토대위에 비로소 인권의식이 굳건해질 

것입니다(21019)

▸현재 수용자들의 인권의식이 고양되어 수용생활 중 불편 등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나 이것들에 대해 살펴보면 대다수가 자신들의 수용생활 편익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진정, 청원 등의 남용 억제를 위한 제도 보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1031)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낙후된 시설의 개선과 시설의 다양화를 통해 개별적 

처우에 힘쓰는 면도 중요하지만 수용자의 인식 개선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진정, 청원의 남발의 억제 제도도 필요하며 형벌로써의 위화력 또한 수용자의 

인권보장 부분과 함께 강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1032)

  412. 상습 진정･청원 수용자 구체적 제재방안 마련(9)

▸상습 진정 수용자의 엄벌, 인권보장의 범위 제한, 정보공개 범위의 축소(01043)

▸인권보장에 상응하는 수용자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교도관의 업무량이 대폭 증가함. 인권만 있고 죄를 짓고 들어와서 

그에 따른 자유박탈 이외에 고통을 부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노역이라든지 

징벌의 종류를 더 강력한 장치 필요)(03002)

▸현재 수용자들에게 권리만 주고 그에 합당한 의무는 부과되지 않아 무분별한 권리 

남용(고소, 고발, 진정, 청원 등)이 많음. 법령 개정을 통해 권리 축소 또는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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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11004)

▸악의적 진정에 따른 책임 부여, 처벌제도 강화(13051)

▸수용생활 편리와 개인의 금원(영치금, 영치품) 요구 목적 청원, 진정, 고소, 고발 

남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우 및 각종 사회적 처우 제한(13061)

▸수용자들의 인권, 진정, 고발의 법률적 제한 필요(14014)

▸몇몇 특정 수용자들의 수용생활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진정, 소송 등을 남발하여 

정작 인권침해에 노출된 수용자에게는 인권보호를 위한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무분

별한 진정 등의 남용을 방지할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14019)

▸진정한 인권은 법과 규율을 준수하는 수용자에게 해당 되는 것이며 본인 수용생활

의 편의를 위해 진정, 청원 등을 활용하는 수용자의 인권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아울러 교정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제도의 확립이 필요

할듯함(15024)

▸수용자들의 무분별한 고소, 고발, 청원 진정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필요(21038)

  413. 진정･청원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습 수용자 대상 교육 (4)

▸인권이라는 개념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인데 

존중 받기 위해서는 수용자에게 의무를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일과 시간 내 준수해야할 기본적 규칙

이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면 인권을 침해 하였다 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아주 쉽게 

쉽게 말을 하고 협박으로 이용합니다. 정말 중요하게 존중 받아야 할 인권이 수용생활 

편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개탄합니다(03013)

▸수용자들 본인에 대한 교육입니다. 청원, 고소, 협박 등을 가지고 직원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본인들의 이익(편한 수용생활)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런 행위 

말고도 충분히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음을 교육해야 합니다(08021)

▸수용자 인권의식 개선, 수용자 자신의 인권의식 개선과 함께 직원에 대한 인권도 

중요함을 수용자들에게 교육. 직원이 반말하거나 지시사항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반말을 해도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즉 수용자 본인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간에 대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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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인권을 교육하여 주길 바람(16024)

▸진정한 인권보장을 위한 수용자 교육실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직원은 괴롭히기 

위한 청원, 고소, 고발 남발을 줄이기 위해서도 직원교육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 

교육도 필요합니다(16033)

 420. 수용질서의 확립 (23)

  421. 엄격한 수용질서 유지(기강확립) (16)

▸강력한 질서 유지(04030)

▸엄격한(확실한) 법집행(06001)(12016)(13024)(14002)(15011)

▸기관의 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08005)

▸엄격한 법질서 확립 하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과밀수용, 화장실 개선 등)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08008)

▸3교정시설 기강확립 : 수용자로서 기본적인 기강 규율도 지키지 않으면서 인권에 

대한 갈망만 심함(09057)

▸규율 확립에 따른 질서 유지 후 인권 보장(09072)

▸인권을 보장 받아야 하는 수용자와 인권을 빙자한 개인의 수용생활 편의를 누리고

자 하는 수용자를 철저히 구분하여 집중과 선택적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과 

제도가 필요함(10023)

▸교정시설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16011)

▸인권은 사람의 권리입니다. 중범죄를 저지르고 형의 집행을 받으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수용자들이 일반국민과 같은 권리와 오히려 일반국

민보다 나은 처우(의료처우 등)를 받을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피해자들

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을 감내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형의 

집행을 받는 수용자들이 정해진 규율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최소한의 양심적 

뉘우침이라도 가지며 자신의 수형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교정시설에 들어와서 

직원 폭행 등 법규를 위반하며 조금의 뉘우침도 없는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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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지금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적어도 

인권은 엄격한 법집행이 성행되는 가운데 그 규정에 따라 잘 살아가는 극히 일부 

수용자들에게 베푸는 국가의 은혜적 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19034)

▸수용자들이 정말 필요한 진정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진정을 위한 진정이 아니라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진정을 걸러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의 진정을 했다가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권국, 인권위, 청원 등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곳에 청원을 

할 때는 한곳으로 통합해서 처리한다든가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정시설의 기강 확립이라는 것도 강압적으로 수용자의 기강을 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도소 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고 법이나 현재 상황에 

비추어 해줄 수 없는 경우 단호하게 해주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해줄 수 없다고 

한 일은 더 큰소리치거나 민원 진정을 넣는 수용자에게 해주는 일이 없이) 교도소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결국 다수의 수용자에게 공정하고 형편에 맞는 법집행을 

하여 보다 많은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16034)

▸인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규율이나 규칙, 법에 따른 수용관리도 중요하다. 잘 조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실은 정반대 이지만 인권보장과 수용관리는 양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적절한 방법 모색이 필요합니다(19040)

▸교정시설은 죄를 지은 수용자가 벌을 받는 장소이므로 엄정하고 공정한 법의 집행

이 선행되어야지 과도한 인권보장을 이유로 법의 집행을 망각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21036)

  422. 현실적인 징벌 규정 마련 (5)

▸수용자에게도 기초질서 함양을 위한 징벌 규제에 대한 세부적 기준마련이 필요함

(01052)

▸다수인이 구금되어 있는 만큼 공동생활에 따로 질서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성실히 생활하고자 하는 다수의 선량한 수용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상과 벌이 관련규정에서 마련되었으면 합니다(0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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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징벌처분으로 인한 수형생활이 불리함을 수용

자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18002)

▸시설 개선은 충분한 의견이 개진된 사항임. 근로의식 고취 또는 일정한 정역의 

부과도 일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미지정과 출역수의 의식, 개인위생, 환경 등을 

관찰해 보더라도 수용자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역설적이지만 자신의 인권보호에 

필요한 것으로 보임(18028)

▸수용자의 인권은 외부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

다. 그들이 인권을 이야기하며 이슈를 만들고자 하는 행태는 대부분이 수용생활에 

부적응하거나 수용생활을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도

관들 대다수 수준 있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고자 하는 수용자들 억제시키고 진정시키

는 행위 자체도 인권탄압이라고 할 수 있을까? 99%의 수용자는 모범적으로 생활 

한다. 1% 수용자들은 교도소생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징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형해화 된 징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역설적으로 징벌기간을 형기에서 빼는 실질

적인 체감을 할 수 있는 조치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20022)

  423. 기타 (2)

▸과밀수용에 대한 수용자들의 불만사항이 폭주하는바 구치소의 기결 수용자들의 

이송을 좀더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03056)

▸수용자의 인권보장은 올바른 규율확립이 이뤄진 다음에야 발전되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규율확립을 위해 전자 장비 사용의 권한

을 좀 더 유연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규율위반 적발시 해당 행위에 

대한 채증을 위해 바디캠 등 촬영을 우선하고 후고지를 하는 방식으로 전자사용 

장비를 사용해도 이것이 수용자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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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상습 진정･청원 관련 교정공무원에 대한 대책 (13)

   431. 동일한 내용(혹은 불필요한 내용)의 진정･청원의 엄격한 처리 (6)

▸수용자가 동일시엔 동일 내용을 중심으로 수리 연속적 진정은 조사하지 말고 각하

시켜주면 좋겠습니다(11011)

▸기각 활성화 : 진정, 청원 등 내용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경우엔 모든 것에 답변을 

해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출소 후에 신청시 현재 해당성이 없어 기각한다는 

등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16003)

▸인권 진정행위 남용 방지(같은 사안 반복 청원 진정)(16030)

▸수용자들이 인권진정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 취하를 반복한다든

가 진정을 넣었는데 기각 3번을 받았든가 등 제재 조건이 있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인권 보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테고 정말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16035)

▸일부 수용자에 의한 다발적 진정 청원은 교정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진정, 청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한하여 받아들이고 불필요

한 사항은 과감하게 처리해야 합니다(18039)

▸현재 수용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국 진정, 청원,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수사기관을 통한 고소･고발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진정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침해에 대한 것이 아닌, 의료처우(외진, 마약성 진통제 처방

요구), 독거수용요구 등 처우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고 표면적으로 인권침해를 주장

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교정시설이나 교도관을 압박하여 수용편의를 얻고자 악용하

는 경우가 상당하며 특히 특정수용자들의 진정권 남용은 심각한 실정임. 따라서 다수

의 선량한 수용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처우에 대한 진정은 청원으로 일원화 

하고 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국은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등 조사범위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기관에 반복 또는 중복해서 

제기하는 진정 또는 주관적인 내용의 진정을 경우에는 피진정기관에 답변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각하 등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를 예방하고 피진정 교도관의 

심리적 압박, 업무에 대해 사기저하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2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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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교정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방지 대책 마련 (6)

▸수용자의 대부분의 인권, 고소, 청원 내용은 자신의 처우향상(독거수용, 의료처우, 

영치금지원)을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수십 건의 사건을 제기하는 수용자가 대부분

입니다. 반복 진정, 고소, 청원을 남발하는 수용자에게 대응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

다. 고소사건 관련하여 경찰서, 검찰청에 직원소환사건이 계속증가 하고 있어 직원

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직원소환 절차를 지양했으면 

합니다(06017)

▸정당한 징벌을 받아도 인권위 등 여러 차례 진정을 하고 고소까지 당하니 근무를 

제대로 하고도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수용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문제들은 

본인이 저지른 것이라도 교도관에게 전가하고 똑같은 내용, 내용도 없는 터무니없

는 것들을 고소와 인권위 진정을 합니다. 교도관도 거기에 맞서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니 계속적으로 인권위진정,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09035)

▸수용자의 인권향상으로 인하여(진정, 청원) 교정공무원의 인권침해 받을 경우 대응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13018)

▸상습적으로 고소, 고발 또는 진정, 청원한 수용자들을 파악하여 근무자들이 불이익

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18045)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직원인식 및 주변 환경들은 많이 개선되고 그 수준이 높아

져 있습니다. 반면 수용자들은 인권보장을 빌미로 자신의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받

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인권보장의 성격상 그 절차적 과정도 중요시

되기에 이러한 악의적인 진정등 기타 인권보장 제도에 직원들의 행정력이나 기타 

심리적으로도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수용자들은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정하고 올바른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기타 진정 등 인권보장 제도가 다른 목적으

로 악용되지 않게 근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24)

▸수용자의 인권보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용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정 또는 청원을 제기 하거나 남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따른 낭비 

및 현장 근무자의 위축된 근무자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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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합니다(21006)

  434. 기타 (상습 진정･청원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 (1)

▸교정시설에서 자신의 편의를 제공 받기 위해 제출하는 무작위성 과도한 정보공개청

구, 고소, 고발, 인권위청원 등 소수 수용자들의 과도한 청구로 업무량 증가 등 

폐단이 있으므로 진정으로 인권침해를 받지 않은 수용자들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진정, 청원, 고소, 고발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05009)

 440. 분류처우 개선 (10)

  441. 엄격한 개별처우(경비등급에 따른 처우 등) (7)

▸엄격한 개별처우(06001)

▸90%의 수용자가 성실히 살아가고 있고 인권이 더욱 보장되어 이곳에서 반성하고 

발전하여 출소하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10%의 아주 교활하고 나쁜 죄인이 

반성하지 않고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며 자신의 의무는 저버리고 권리만 찾고 있습

니다. 이들로 인해 나머지 90%의 수용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권이 차별 

받지 않고 만인에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교도소의 특성상 수용질서 확립과 

인권보장 교정 교화라는 상충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률적 인권보장이라는 권고

사항보다 경비등급에 따른 처우를 필요로 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08022)

▸수용자 질서 따르는 일반적 수용자의 인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나 수용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정당한 공권력에 반대하기 위해 교정공무원의 명예 등을 훼손하

는 일부 관리가 힘든 수용자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권리는 사치인 것 같다. 정당한 

지시에 잘 따르는 수용자에게는 그들의 기본권인 인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는 수용자에게는 인권의 무한대 보장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 된다(13006)

▸선량한 수용자와 악질적인 수용자의 구분 처우(13013)

▸교정시설의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과밀수용 해소 독거수용, 원칙 준수(교정



부록 2. 수용자 인권보장 조치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응답 결과 591

기관 사고의 다수가 해소-자연적으로 직원과 마찰과 청원등도 줄어들 것으로 봄) 

등이 해결 되었으면 함. 수용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교도관의 인권도 중요함, 정상적

이지 않는 사람들과 하루 종일 있어야 하는 교도관이 건강해야만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장도 그리고 수용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도 생긴다고 봄. 인권보장과는 별개

이나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뚜렷한 단계적 처우가 선행되었으면 함. 여우같은 수용

자가 생길수도 있겠으나 확실한 단계적 처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질서유지가 

어려움(16037)

▸시설 내 차등 분류하여 초범 수용자들의 인권보장과 다수의 재범 수용자들의 보장

을 차별화하여 보장을 달리 했으면 합니다(18041)

▸보편법의 기준에 따라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급수별로 처우 제한

의 종류와 강도를 달리 하여 기본권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용생

활을 문란하게 하고 교정질서를 저해하는 이들에 대한 확실한 선긋기가 필요하다

(각종 기본권 및 처우 제한)(20011)

  442. 미결･기결 구분(교정행정 이원화) (3)

▸수용자의 인권보장이라고 하면 무조건 교정시설 안에서 교도관에 의한 보장을 의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용자는 피의 단계에서부터 수용자로서의 처우를 

받게 됩니다. “무죄추정원칙”이라지요. 그러나 과연 무죄추정의 원칙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구금되어 있는 순간부터 그들의 인권은 묻히는 것이 아닐까

요? 피의 단계에서 수용자들은 검사실로 수용당합니다. 꽁꽁 묶어서 말이지요. 실제

로는 출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그들은 소환당합니다. 검사들은 왜 조사하

러 교정시설로 오지 않을까요? 한번이라도 적게 그들에게 수치심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인권보장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의 조사를 위해 시도 때도 없이 

수감과 포승에 묶인 채 소환당하는 일부터 사라져야 합니다(02031)

▸미국 등 다른 나라 교정시설의 인권처우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과연 지금 인권의 

방향이 옳은지.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되기를, 이 사회에 죄 짖지 않는 

국민(고아, 노약자, 독거노인. 미혼모등)도 집도 없이 세끼밥 못 먹고 추운 방에서 

생활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했다면 법 인권은 미결단계에서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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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09028)

▸수용자의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미결과 기결의 엄격한 분리 후 처우하고, 미결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하여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보다는 재판준

비나 입소 후 교도소 적응하는 교육이나 안내교육 등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봄. 기결에 대해서는 엄격한 집행과 교정교화 등이 필요. 기･미결 구분된 2원화

의 교정 행정이 필요함. 인권문제는 일반인의 인권과 수형자의 인권은 구분하여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수형자가 의무는 다하려고 하지 않고 권리만

을 추구하는 방향의 교도소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18006)

500. 기타

 510. 과도한 수용자 인권 보장의 문제점 (34)

  511.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 과도한 수용자 인권 보장 (15)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인권은 대체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죄를 

짓고 벌을 받으러 교정시설에 온 수용자의 인권을 범죄의 피해자들이나 일반 국민

들의 법 감정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정부 기관이나 

인권위원회 등에서 너무 인권 인권을 강조하는 것 같다. 내가 교도관이 아니라 

일반국민, 더 나아가 범죄의 피해자 입장에서서 교정시설에 들어와서 수용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안다면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잘 것 같다(02009)

▸수용자의 인권에 너무나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조금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

다.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02017)

▸교정시설을 더 개방해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가 누워서 하루 종일 책, TV보면

서 웃고 떠드는 현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03040)

▸인권의 과잉화 지양(04001)

▸인권은 언제나 상대적 입니다. 누군가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누군가의 인권을 

유린당할 수 있습니다. 보장을 해주는 것이 누군가의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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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과연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 맞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용자 

인권을 적절히 조정하여 후에 일반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인권보장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06019)

▸지금도 충분함 죄 짖고 남의 인권을 짓밟고 들어온 개만도 못한 놈들이 인권을 

그렇게 보장해 줘야 하는지?(04015)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장은 이미 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정본부 및 일부 감독자

들의 과잉 인권 때문에 교정시설의 현실은 일반인의 법 감정과 이미 한참 멀어져 

있습니다. 형벌의 위하력 및 재범 방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정책들뿐만 아니라 

효과없는 사회복귀 정책들로 세금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정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09017)

▸수용자 인권은 너무 많이 신장 되었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도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입니다. 교도관의 직원 처우향상도 좋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현재 수용자 인권처우

를 제대로 안다면 오히려 분노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현재의 처우 상으로라도 충분히 

외부 교통이 보장되는 상황인데 더 이상 어떻게 더 인권진정, 청원 등이 필요하겠습니

까? 수용자는 수용자다워야 합니다. 물론 교도관은 공무원으로서 공직관 확립도 필요

하구요, 모두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10017)

▸지금도 과분한 것 같습니다(14008)

▸교정기관 특성을 고려한 인권위 권고 결정 바람. 수용자 인권을 과도하게 생각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질서가 무너지고 이는 교정공무원 신변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수

준에 도달하였으며(폭언, 폭행, 인격모독에 시달리고 있음),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

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에게 일반 사회에서 힘들지만 정직하게 살고 있는 서민과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에어컨 설치, 혹서기 매일 얼음 생수 

지급, 동절기 일평균 5회 이상 난방가동, 수술, 치료비, 의료비 지 원등). 현금 300만

원 노역수 의료비 3천만원 국비지원.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인권위 

진정, 청원, 신장열람, 정보공개 청구 국민신문고 서신 발송 등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15005)

▸수용자는 약자가 아닙니다(17001)

▸수용자인 인권보장 틀에서만 보지 말고 전체 사회적 허용 안에서 인권보장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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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고 생각함(18032)

▸가해자들에 대한 처우시 국민감정 골(20008)

▸수용인권 관련 하여서는 현재 제공되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의료동 복도 에어컨 

설치 등 수용자에 대한 과한 배려는 오히려 교정질서 유지에 도움 안되는 부분이 

분명있다.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지나치게 수용자 인권에 치우친 정책은 지양되

어야 한다. 청원･진정･행정심판이 모두 무료이다 보니 일단 내고 본다는 식의 무차

별적인 제기가 상당히 늘었다.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고작 이것인

지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21043)

▸그리고 수용자 인권보장과 교도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지나친 인권보장

은 소극적인 교도행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분하고 국민

의 법감정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권보장에 따른 그 제도적 문제

점도 충분히 고려했으면 합니다(21046)

  512. 현재 수준만으로도 인권보장 충분 (13)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피해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 자체가 인권보장이라 생각함

(02024)

▸인권은 분명 필요하나, 지나친 보장은 오히려 재범률 저하와 자기반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03021)

▸현재 수용자의 인권보호도 이미 지나쳐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수용자를 정밀 

분류하여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인권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지나친 인권보호는 오히려 수용자들의 재범률을 높이고 교정공무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뿐이다. 수용자가 인권위 진정을 하여 조사를 한다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수용자, 교도관 모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금의 인권위는 너무 수용

자 쪽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진정한 이 나라 국민의 인권을 위한 

인권위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정공무원으로서 지금의 직무수행은 내 가족, 국민들

에게 부끄러울 뿐이다(06020)

▸어디까지가 인권 보장인지 그 기준이 모호함(모호한 경계를 정확히 구분해주었으면 

함)(0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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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만으로도 인권보장은 충분하다고 생각함(08026)(17003)(18055)

▸교정시설 내 수용자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인권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선량한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복지 및 인권적 

혜택과 비교하여 설정)(10037)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생각하기 전에 국민들의 인식을 수용하거나 국민들에게 정당

한 호응을 받고 수용자 인권을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밖에서 생활하는 

나이드신 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내는 일반적인 국민들

이 시설 안에 있는 수용자 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법감정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시설은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하다, 그러니 더 좋은 처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은 다시 오고 싶은 곳이 아닌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11017)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은 충분히 교육되고 과도한 편이다. 왜 피해자의 인권보다 

수용자 인권보호에 혈안이 돼 있는가? 수용자 인권은 참으로 중요하다. 다만 인권보

장 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측면이 많다. 인권위 권고 사항도 교정행정을 잘 모르고 

탁상 행정에서 나오는 권고도 있는 것 같다. 제발 수용자가 청원, 진정했다고 호들갑 

떨고 수용자에게만 맞추는 태도는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일부러 교도소에 들어오

고 전과 47범들이 판치고 교정시설에서 치료해주고 식사도 집밥 보다 잘해주고 

다른 처우들도 모두 수용자 입장에서 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와 수용자들만 양산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13003)

▸수용자의 인권보장은 더 나을 바 없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 남용되고 있습니다. 

인권보장 보다는 인권남용 대체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15002)

▸수용자의 인권보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자들이 직원에게 욕해도 저희는 

참고 일합니다(18011)

▸수용자 인권보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교정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과서적인, 감성적인 인권정책은 반대합니다. 자유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인간의 최소한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 하는 것을 기본으로 반성과 최소의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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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수용자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국민감정을 고려할 때 

입니다(19002)

  513. 수용자 인권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보호 필요 (6)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법률에 근거) 좁게 판단해야 함(09024)

▸수용기관에서 인권보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만 보장되어야 

한다(09070)

▸수용자는 일반 국민에 비해 제한적인 인권보장을 받아야 함이 일반국민의 법 감정

이라 생각 되는데 현실은 오히려 수용자가 일반인 보다 더 인권보장이 잘되고 있습

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수용자는 그래도 일반 국민에 비해 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10045)

▸지나치게 관대한 인권보호가 문제입니다. 국민의 법감정에 수준에서 수용자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특히 피해자등)(13035)

▸수용자 인권과 사회에서 최저 생활자의 인권 비례, 처우 요망(18003)

▸사회에 남겨진 피해자나 일반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인권은 최소한

도의 인권만 보장되도록 하고 교도소가 두 번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각인 

되게끔 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일선까지 실현되었으면 합니다(20004)

 520.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불만 (12)

  521. 교정현실을 고려한 권고 필요 (8)

▸인권위의 지나친 간섭 배격, 인권위 초헌법적 발상 자제,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헌법교육 정례화(04001)

▸수용자가 인권을 주장하기 전에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 인권을 빌미로 정보

공개 청구 현실적 여건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사적 특별 처우를 받고자 남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음. 교활한 수용자가 전가의 보도처럼 인권을 무기화 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 인사들이 교정 현실을 제대로 말고 수용자 인권문제에 접근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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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국가인권위 직원들의 교정공무원 수용 등 근무체험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음)(05013)

▸인권위원회 직원이 교정시설에서 근무를 해서 직접 부딪혀 봐야 합니다(06013)

▸교정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권고 내용은 지키려 하다보면 기본적인 

수용자 인권보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의무관 부서서 의료

과 직원의 간단한 진료행위의 경우 완전 금지하게 하면 감기나 가벼운 복통을 호소

하는 수용자 모두 외부 병원에 진료를 보내야 하고 이는 현재 교정기관의 현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교정기관의 현실을 실사하고 인권위 권고는 해야 합니

다(06021)

▸수용자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근무하는 교도관의 인권도 중요하고 소중

하다는 것을 알아 줬으면 합니다. 실제 겪어보지도 못했으면서 인권위에선 수용자

들의 말만 주로 믿고 듣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 오를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제발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권고사항을 내리던지 지시를 해주세요. 

국가 인권위원회지, 수용자인권위원회는 아니잖습니까? 일선에서는 수용자 인권이

라 하면 치를 떠는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수용자 인권보장이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직원이 욕먹고 맞아도 그냥 털어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제발 직원들의 인권이 우선되는 그런 사회가 오길 바라봅니다

(09013)

▸현재 수용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관련 청원 등에 대하여 국제 인권적 시각에서 인용

하고 권고를 수용하는 취지는 공감하는 바가 있으나 현실적인 예산상 인원상의 

제약을 고려치 않고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 

제도처럼 추후 점진적인 인용내지 교정행정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 추가 될 수 있도

록 개선이 필요합니다(11029)

▸수용자만 인권 찾는 현실이 안타깝다.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본인 인권을 포기하고 

들어온 사람에게 인권이라니 아이러니하다. 차라리 미국처럼 했으면 좋겠다. 거기

도 인권이 무지막지하게 강한 나라이나 그만큼 공권력도 강하다. 인권위 직원들 

아무리 승진하고 실적 채우려고 권고 남발하는데 여기서 근무 하루만 해보시길... 

너무하다 진짜(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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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이라는 명목 하에 진정 및 고발을 남발하는 수용자가 있다. 마땅히 개선되

어야 할 과제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다. 인권위 결정에 앞서 교정현장 

등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주었으면 합니다(20012)

  522. 수용자의 인권보호의 최소화 (2)

▸수용자를 일반국민에 맞게 처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

까지는 국민의 법 감정에 입각하여 처우 하는게 어떠한가 생각합니다. 수용자의 

인권보다는 직원의 인권부터 생각해 주세요. 인권위원회에서 교정 당국에 너무 

많이 참견하고 실제와는 거리가 먼 권고사항만 지시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19026)

▸교도소에서 구금되는데 이미 인권이 제한되는 것임. 기본적인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 해 주는 것 당연하다 생각되지만 지금의 수용자 인권은 이미 선을 넘었음. 

국민적 감정과도 맞지 않으며 시대적 요구에도 맞지 않음. 그들은 인권 이란 이름 

하에 많은 악용을 하고 있음. 수용자 인권은 당연히 일반 국민의 인권과 동등해서는 

안되며, 제한되어야 함. 그게 구금의 1차적인 목적임. 지금의 인권위는 목적을 잃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20016)

  523.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등) (2)

▸인권위원회 폐지(13012)

▸가해자의 인권은 엄청 보장된다고 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이 신경을 쓰는 위원회는 가야 된다고 생각함(13025)

  530. 피해자의 인권보장 확대 (11)

▸수용자 인권보장 연구 할 1/10 시간만 이라도 투자해서 피해자 회복 구제 노력을 

한다면 이 사회는 좀 더 정의로운 사회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될 것 같다(05032)

▸피해자의 인권 및 지원제도가 보강되었으면 좋겠습니다(08006)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전 범죄 피해자의 현실에 대해 알고 이를 먼저 지원해주

고 배려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 생각하며 위 내용이 보장되고 난후 수용자의 

인권보장이 이루어 져야함(어느 정도의 인권 제한은 사회와의 격리, 범죄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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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08056)

▸수용자의 인권 또한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이 보다 중요시 되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교정직 공무원의 인권도 지금 보다 향상되기를 

바랍니다)(09053)

▸수용자의 인권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도관들의 인권도 생각해주시고 그보다 

앞서 아무 잘못 없이 범죄의 희생양이 되어 인생에 구렁텅이로 빠져버린 범죄 피해

자의 인권이 먼저 보호되고 사회에서나마 피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해보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09054)

▸교정 공무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도 강조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09076)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상 가해자(피의자, 피고인)는 있는데 피해자는 없어요. 형사

소송법에도 피해자보다 피의자. 피고인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는 

우리나라가 피해자의 인권은 경시하고 가해자의 인권만을 중시한다는 거죠. 2019

년입니다. 서슬퍼런 군사독재 군부라가 아닌 21세기에 걸 맞는 새로운 인권모델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삼권분립의 민주공화정에서 사법부의 사형제 판결을 행정부

에서 집행하고 있지 않은 이 상황,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인권을 말하고 의무가 

아닌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때 삐뚤어진 현재의 인권모델을 수정 보완하는 신모델을 

제시하여 형벌의 위하력과 함께 국민도 생을 살피는 인권신장이 더불어 성장했으면 

합니다(11002)

▸수용자 인권보장 보다, 먼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봄(13020)

▸피해자 인권 확보(15020)

▸수용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이 잘 보호되고 있는지 다시 돌아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한지 수용자의 인권이 먼저인

지 묻는다면 저는 피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20003)

▸수용자의 인권 보다는 지금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때라고 생각합니다(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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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 국민의 인식 개선 필요(6)

  541. 교정기관 및 교정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4)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식(이미지) 개선(04030)

▸교도작업에 대한 예산지원, 관심제고(09078)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아직도 교도관이 수용자를 함부로 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런줄 알고 있음. 자꾸 현재의 교정의 바뀐 모습을 홍보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발전된 시민의식을 가지면 교정시설에서의 인권은 향상될 것으로 보임

(19025)

▸수용자가 교정 행정을 비판하는 내용까지 자유롭게 신문에 투고할 수 있는 점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요즘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더 이상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높이 평가할 정도로 수용자 인권 신장에 앞장서고 있으며 괄목할 

만큼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본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소장 면담과 법무부장관 청원을 비롯하여 대통령비서실, 국가인권위원

회, 감사원, 언론기관 등에 진정 등을 하는데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지 

않으나 일부 잘못된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투고와 이를 인용하는 기사문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교정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권리구

제 제도를 운영하며 수용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는 일선 교정시설들을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용자 교정 교화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3천여 교도관들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으므로 추후에는 교정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정확한 홍보채널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21017)

  542. 수용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2)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감정 이외에 교정시설 및 수용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됨(16004)

▸수용자 인식 개선(1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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