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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Prisoners’ health has a significant impact on public health, since they will be back to their community 

one day. However, present correctional health of Korea has limitations in managing health of inmates while they 

are incarcerated and after the release. Through this review, we would like to first, encapsulate status quo of the 

correctional health and second, introduce the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to seek the ways to improve correctional 

health especially by more effectively facilitating prisoners’ integration to society. 

Methods: We reviewed papers published both in Korean and English. Due to limited information, we also referred to 

news and data from the Congress.

Results: High prevalence of mental disease among prisoners was notable. Recent efforts of building mental health 

center in prisons and psychiatric consulting programs are noticeable. Programs adapted from restorative justice, such 

as Victim-Offender Mediation, might accelerate these endeavors. Prison is becoming older, and older means sicker. 

Lack of community supports on seniors are pushing them to repeat crimes. In Korea, there has been no specialized 

programs to improve health of aged inmates. Attentive care and community involvement with these seniors during 

incarceration may reduce the burden of community. Prison is like a reservoir of communicable disease. Collaborated 

efforts of correctional and community health systems to stop tuberculosis and viral hepatitis will be needed.

Conclusion: Applying the concepts of restorative justice to correctional health could effectively improve both 

prisoners’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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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공공보건의료는 전체 인구집단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불평등 해소에서 공공성을 획득한다[1]. 전체 의료기관이 사

회보험의 틀 안에서 작동하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한정된 자원의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2]. 특히 수용자1) 에 대한 의료행위가 대부분 국가예산으로 이루어지

는 교정의료 영역에서 이러한 고민은 더욱 분명하다[3]. 수용자 인권 강화, 그리고 교정·교화에 대한 강조, 나아가 회복적 

교정(restorative correction)이라는 일련의 흐름은 과거 지배적이었던 응보주의(retributivism)와 대비되며 교정의료

의 공공성 확보와 의료자원배분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켰다[4]<표 1>.

<표 1> 전통적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특징 비교 [6] 

 응보적 형사사법 재사회화 형사사법 회복적 형사사법

작용 위협 효과적 처우 범행결과의 조정

분야 질서 행위자 사회적 갈등

내용 고통부과 치료 규범의 명확화

대응의 기초 범행의 중대성 처우 필요성 피해자의 고통

최종목표 절대적 정의 규범 순응적 행동 공동체 평화의 개선

회복적 사법은 “범죄 및 그와 관련된 잘못을 바로잡고 치유하기 위하여, 특정 가행행위에 관련된 피해자와 가해자, 지

역사회를 사법절차에 최대한 관여시켜, 피해와 니즈(needs), 그리고 의무를 함께 확인하고 다루는 과정”이다[5]. 이로써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책임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인식은 공동체의 현 상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

고, 그 결과 지역사회 여건 변화나 사회정책 변화를 촉구한다[6]. 따라서 개인에 대한 교정·교화를 우선으로 하는 재사회

화 형사사법과는 달리, 회복적 교정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회복을 우선으로 한다.2)

이러한 변화는 교정의료 분야에도 기존과는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가해자인 개인 수용자의 단순한 의료처우를 넘어, 

구금시설 바깥의 피해자를 함께 생각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 속에서 교정의료가 어떤 위치와 의미를 갖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구금시설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인구집단에 적절한 의료

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결시킬 수 있는 장소이다[7].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보건의료 니즈가 존

재한다는 점, 그리고 수용자 중 많은 수가 노숙을 해본 경험이 있고,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며, 교육수준이 낮다는 

점, 또한 구금되기 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8], 이와 같은 접근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명확해진다. 

하지만 교정의료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거나 피상적인 것으로 보이며, 한국에서 더욱 그러하다. 

수용자 의료처우가 전체인구 또는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불평등 해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기여까지 어떤 

어려움과 해결방안이 있는지, 그 해결책 마련에 있어 의료인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일련의 문제제기와 논

의가 필요하지만 사례는 전무하다. 특히 교정의료에 있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의 소극적 개입은, 의무관의 역할을 단

1)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

된 사람을 말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2)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회는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라, 사회의 복합적인 연계망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주거, 취업, 교육, 공공안전을 포

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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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진료로 제한하자는 주장[9]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퇴행적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 실제 현장의 교정의료 환경은 기본적인 의료를 수행하기에도 벅차며, 교정의학 연구는 관련 학회 하나 없이 진

행될 정도로 빈약하다. 이와 같은 취약성은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가 건강 없는 반쪽짜리에 그칠 우려와 함께, 

‘회복적 교정의료’라는 새로운 관점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일부 출판된 기존의 교정의료 발전안 역시 회복적 

사법과의 유기적 관점보다는 전반적인 체계를 중심으로 한 지적에 그치고 있다<표 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복적 교정이라는 틀을 바탕으로, 교정과 공공보건의료 사이에서 한국의 교정의료가 직면한 

주요 이슈와 과제에 대해 재고하여 보고자 한다. 

<표 2> 교정의료 발전을 위한 최근의 제언들

연구 주요내용

이석배
(2015)

[9]

· 국가의 책임의식 강화
· 의료처우 필요성에 대한 판단주체 변경
· 국가재정의 부족 문제
· 현실적 대안으로서 외부진료와 형집행정지제도
· 의무관(의사) 의식개선

주영수
(2016)
[10]

· 지역거점공공병원과 연계 및 협력강화
· 일반 교도행정 차원과는 별개의 보건의료조직체계 구축
·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
· 모든 구금시설 내 정신보건프로그램 제공
· 중증질환 관리방안과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선
· 국가인권위의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공직자 대상 건강권 교육 시행

이어진
(2017)

[11]

· 진료·위생에서 보건의료 프레임으로 법 조항과 내용 확장
· 법무부 본부 내 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설치
· 의료인력 수급을 처우개선보다는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공공보건의료인력 전담부처 설립)
· 민간위탁, 외부 촉탁의 제도 확대
· 구금시설 보건의료 소관부처를 공공보건의료 소관부처와 동일화 (모스크바 선언)
· 건강과 법무라는 프레임 구축 

연구방법

크게 교정의료 일반현황을 먼저 살핀 뒤, 이어 특별한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법무부 발행자료와 각

종 연구문헌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후 여러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회복적 교정의료의 중요한 문제로 

정신건강, 고령화, 감염병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12-15]. 다시 추가 문헌분석을 거쳐 종합된 문제와 제언들은 기존 관점

과 회복적 관점의 두 가지 틀 안에서 재구성되었다. 

특히 Freudenberg와 Heller[16]는 지금까지 평가된 수용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HIV 등의 감염병, 약물

중독, 정신건강, 노인수용자 프로그램을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상기 

프로그램 중 약물중독을 제외한 나머지 주제들-정신건강, 노인수용자, 감염병-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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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교정의료 일반현황

법무부[17]에 따르면 교정의료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한 보건위생 및 의료의 제공을 총칭”한다. 수

용자의 건강유지와 회복은 각종 교정처우 실현 기반이자 동시에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우므로, 교정의료는 

교정행정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한다. 특히 일반사회의 그것과는 적용 환경과 맥락에 차이가 있어, 이로부터 비롯된 교정

의료만의 특별함은 ‘교정의료’를 특수의료의 지위에 올려놓는다<표 3>.

<표 3> 교정의료의 특징 [17]

1 의무관 및 수용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제한됨

2 꾀병을 부리는 등 문제를 발생시키는 수용자가 존재함

3 수용자가 의료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함

4 강제적인 의료상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음

5 수용자와 의무관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움

6 의료내용과 관련한 이의제기가 많음

7 수용자의 진료에 의무관 외의 직원 참여가 필요함

8 석방으로 치료가 중단됨

9 의무관 확보가 곤란함

교정의료의 핵심에는 수용자 보건의료서비스가 자리하고, 그 단면은 현장에서 수행되는 진료절차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수용자는 기본적인 진료나 투약 등 의료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연출’과 ‘신청’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연출’은 본인의 주증상을 적어 낸 기록지를 바탕으로 한 교도관 동행 또는 순회 진료서비스를 칭하며, ‘신청’은 의사 대

면 없이 이루어지는 약 처방 절차이다. 진료 후 의무관의 판단에 따라 외부병원 진료나 원격진료도 받을 수 있다. 원칙적

으로 수용자들의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자비로 받는 외부진료를 허용하기도 한다<그림 1>. 

<그림 1> 교정시설 진료업무 흐름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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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료 예산은 약 150억 원(2015년 기준)으로 전체 교정활동 예산의 약 6-7%를 차지하며, 매년 결산에서 집행액

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정의료비는 전체 교정활동 예산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15년 동안 약 7

배 커졌고, 수용자 1인당 의료비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다[18]<그림 2>.

<그림 2> 교정시설 의료비 예산 및 집행내역 (교정통계연보(2018) 를 재구성) [18]

주영수 등[10]에 따르면, 전국 52개 구금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은 의사 79%, 약사 85%, 간호사 98%, 의료

기사는 100%이다3). 전임 및 비전임 의사의 비율에 대해서는 통계자료가 없다.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전국 52개 구금시

설 중 공중보건의를 제외한다면 치과 전문의 또는 치과 일반의가 상주하고 있는 구금시설은 단 한 곳도 없고, 대부분 특

정 날짜를 정해 촉탁의가 치과 진료를 보고 있다.

구금시설 내 유병률 자료를 보면, 고혈압이 14.4%, 당뇨병이 8.5%, 고지혈증이 4.8%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10]. 

윤서현[19]에 따르면 일반인구와의 비교했을 때 구금시설 내 당뇨는 1.81배, 고혈압은 1.28배 높으며, 결핵은 8.28배, 

간염은 2.5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질환인 우울증은 6.33배, 조증은 4.67배, 조현병은 2.84배 높았다. 이러

한 질환들은 드물게는 구금시설 내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20]<표 4>.

<표 4> 교정시설 내 사망자 [20]

연도 질병사망자(명) 형집행정지 신청 중 사망자(명) 교정시설 환자 현황(명)

2013 19 13 19,668

2014 24 16 22,971

2015 24 20 24,238

2016 22 17 24,226

3)  "의료인력 충족률 계산에 사용된 구금시설 인원은 실인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과밀수용으로 인해 현실에서는 실제 수용자 인

원이 공식 수용자 정원을 초과하고, 특히 의사의 경우 비전임, 즉 시간제 의사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실제 충족률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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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부병원에서 진료받은 수용자는 2006년 1만 9,257명에서 2015년 3만 2,231명으로, 최근 10년간 약 1.7배 

규모로 늘어났다. 구금시설 원격진료 인원은 2011년 5,548명에서 2015년 1만 498명으로, 4년 새 약 2배 규모로 증가

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50% 이상의 원격진료가 정신과 진료이며, 2005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현재 30여 개 구금

시설에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 중이다[18]<그림 3><그림 4>. 

<그림 4> 국내 교정시설 수용자 원격진료 인원과 진료과목 현황 (교정통계연보(2018)를 재구성)[18]

2. 정신건강 

Fazel 등[13]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구금시설 성인 수용자의 정신질환 유병률을 파악하였는데, 정신증

(psychosis)은 남녀 모두 4%, 우울증은 남자에서 10%, 여자에서 14% 정도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은 물질 오용과 동

반되는 경우가 잦았고, 물질 오용과 동반된 경우 불량한 예후와 높은 조기사망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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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정신과적 문제는 범죄와도 연관되므로, 수용자 정신건강 관리는 보건학뿐 아니라 형사사법 측면에서도 중요

한 의의가 있다. 이는 치료감호법과 치료감호소 운영의 근거가 되며, 치료적 사법이념(therapeutic jurisprudence)4)의 

도입과 같은 몇몇 시도로 나타났다[21]. 치료적 사법 또한 크게는 회복적 교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법정이나 치료감호시설로 확장하지 않고,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관할하는 구금시설인 교도소와 구치소(교정시

설)로 한정한다.

(1) 현황

구금시설 수용자의 정신과적 문제는 수감 이전부터 존재해온 경우와 수감으로 인해 나타난 경우가 모두 가능하며, 복

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구금시설 수용자의 정신질환 유병률은 일반인구의 2~4배가 된다는 보고가 있으며[22], 국

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정신건강실태조사[3]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과 진주교도소5)를 제외하고도 약 6.4%의 

수용자들이 임상적으로 취약한 수준의 정신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했다. 

주영수 등[10]의 연구에서는 구금시설 수용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1.5%가 경미한 우울증, 19.8%가 

심각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3.4회 밤잠을 자는 도중에 깼고, 하루 2~3회 밤잠을 깨는 

수용자가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서울, 안양, 대전, 경북북부, 목포, 진주 소재 교정시설 대상 연구에서도 우울증, 불안장

애, 조현병 등 구금시설의 정신건강문제가 매우 다양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남자 수용자 중 약 40%가 음

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보고된 18-30%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23].

(2) 문제점

1) 정신과 전문인력 부족

정신과 의사들은 구금시설에서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Qualified Mental Health Professionals)”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24].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국내 구금시설은 극

히 일부이며, 심리상담사 및 해당 자격증을 지닌 교도관 또한 그 수가 적고 활용이 제한적이다. 

구금시설 내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는 갈수록 높아지지만, 주된 역할을 할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정신과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진료나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근거기반 정신심리학적 프로그램의 부족

관련 연구를 통해 정신심리학적 프로그램을 기획·평가하고, 다시 이를 현장에 환류하는 이른바 ‘근거기반’ 정신심리

학적 개입이 부족하다. 이미 요가나 원예, 개인 및 그룹 인지행동치료 같은 프로그램이 수용자의 정신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고[25-27], 치료그룹, 인지행동치료, 동기화 면접(motivational interviewing)과 같은 

적절한 개입도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28]. 

이러한 연구기반의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13], 국내 구금시설 수용자 대상 프

로그램의 경우 그 도입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단순 강연 위주의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는 등, 사회적 인식과 인력자원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제한적 시행에 그치고 있다.

4)  치료적 사법이념은 법정과 재판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의뢰해 치료를 전제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치유하는 법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5) 정신과 문제가 있는 수용자들은 전문치료시설인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과 치료중점교도소인 진주교도소에 구금되며 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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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치료팀과의 연계 미비

몸과 마음의 치료가 별개일 수 없지만, 현 교정의료 행정조직 체계상 포괄적인 정신심리학적 치료에는 한계가 존재한

다. 교정본부 중앙조직의 의료과와 심리치료과는 보안정책단 산하에 각각 소속되어 분리되어 있다. 일선 교도소 및 구치

소 심리치료팀 또한 통상 보안과 에 편재되며, 의료과와는 업무적으로 별도로 운영된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직 편재가 

구금시설 내 의료과와 심리치료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표 5>.

<표 5> 교정본부 소속기관의 의료과 및 심리치료과(심리치료팀) 주요업무와 특징

분류 소속기관 부서 주요업무 특징

교정
본부

보안
정책단

의료과
수용자 보건위생관리업무
의료,약제,의료장비 관리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

본부조직

심리치료과
심리치료 및 치료프로그램
수용자, 직원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 
전문인력양성

본부조직

교도소,
구치소

의료과
수용자 의료, 위생업무
*특정질환관리(치료중점교도소)

1차 의원급

보안과
심리치료팀

심리치료 및 치료프로그램
수용자, 직원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

소내 
별도조직

4)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 부재 

기존의 응보주의 형행제도가 교정교화 중심, 나아가 회복적 사법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역할 

변화와 확대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 관련 철학 부재, 적응 문제, 이상

과 현실 괴리, 보안과 인권 간 가치충돌, 중복된 역할부여 등으로 인하여 교정공무원들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김광훈 등[29]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은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다고 알려진 다른 직종에 비교해도 탈진감과 직무 

스트레스가 높고 직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낮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국 교정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를 담당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일부 프로그램만이 시범단계 또는 시작단계에 있으며, 구금시설에 

고용된 의사가 교정공무원들의 건강문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미비하다.

(3) 제안

1) 재사회화 또는 일반적 관점

우선 수용자 정신건강에 대한 스크리닝이 선행되어야 한다. 통상 수용자가 먼저 정신과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한 별도

의 검사를 하지 않으므로, 입소 중인 수용자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30]. 이를 위해서는 교정시

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정신건강 검사표의 정립 또한 필요할 것이다[31].

김광훈 등[29]은 교정시설 내 정신보건센터를 확대 설치하여6)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 전문인력으로 하여

금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하고, 문제유형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 -자녀들과의 관계, 성폭력 피해의 기왕력 등- 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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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32].

종합하면, 더 많은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를 충원하고, 의료과와 심리치료과(심리치료팀)를 통합적으로 운영

하여, 적절한 개입은 물론, 수용자들이 더 쉽고, 전문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회복적 관점

많은 정신과 의사들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의 경우, 이들을 단순히 ‘분리(segregation)’ 시키는 것은 그들

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해롭고,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말한다[24]. 즉, 정신질환자의 ‘분리’가 아닌 지

역사회와의 ‘통합’이 회복적 수용자 정신건강 정책의 핵심이자, 공중보건 정신건강 시스템의 공통된 개념이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가해자 개인의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재사회화 관점의 접근이라면, 가해자의 가족들과 피해자

들에게까지 적절한 정신심리학적 도움을 제공하며, 나아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정신심리학적 교육을 하는 것이 회복

적 관점의 접근이다. 회복적 관점에서 범죄란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을 넘어,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공동체와 인간관계

를 다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회복을 위해 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수용자의 정신과적 문제, 관리, 치료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 피해자와 의사소통을 추구하고, 적절한 시기에는 ‘피해자-가해자 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 VOM)’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해자 조정’ 프로그램의 경우, 훈련된 조정자가 필수적이고, 이런 조정자를 배출시키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33].

무엇보다 가해자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의 직업 상담,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출소 후 관리 프로그램, 피해자와 함께 하는 명상 등[34]은 출소 후에도 이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데 기여한다.

3. 고령화

(1) 현황

구금시설 수용자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35]. Human Rights Watch[36]의 보고서 <Old Behind Bars>
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수용자들은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63% 증가했다7). 전 인구의 23.7%가 65세 

이상인 일본도 상황은 비슷하여 구금시설 내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두에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구금시설 내 비용 또한 증가하여 노인수용자 관리에 드는 교정

시설의 연간 의료비는 2015년 60억 엔을 넘어섰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약 80%가 증가한 수치이다[37-39].

6) 교정시설 내 정신보건센터는 전국 교정시설 중 네 곳에만 위치하여 있음[29].

7)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수용자 숫자는 0.7%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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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내 교정시설 수용자 연령별 분포

국내에서도 이러한 고령화 추이는 두드러진다. 구금시설 전체 수용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부터는 10%를 넘어섰다8)<그림 5>. 고령 수용자의 경우, 젊은 수용자와는 호발하는 질환이 상이하고, 평균 의료

비용이 높다. 미국의 경우, 노인수용자 1인당 평균 의료비는 약 7만 달러로, 젊은 수용자의 2~3배에 이른다[40].

강은영 등[40]에 따르면 노인수용자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병은 주로 관절, 척추 질환(31.9%)이며 치과질환, 고

혈압, 위장질환, 기관지, 폐질환이 그 뒤를 잇는다. 국내 5개 구금시설의 65세 이상 노인수용자 94명을 면접한 결과에

서도 근골격계 질환은 가장 많이 가진 상병군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구금시설 노인수용자 응답자의 70%가 운동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겼으며, 거동 불편으로 인

해 거실에 머물 수밖에 없는 수형자들도 운동의 필요성을 크게 피력하고 있었다[40].

또한, 노인수용자 82.5%가 의무실을 이용해 본 적이 있고, 35.1%가 외부진료를 이용해 본 적이 있으며, 50% 이상

이 두 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 투약 중이었다.

(2) 문제점

국내 노인수용자들이 구금시설 의료시스템에 대해 제기한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외부약 도입범위 확대, 치료범위 확

장, 각종 절차의 단순화와 신속한 처리, 형식적 진료 탈피 노력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약물치료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점이, 치과질환의 경우에는 비싼 치료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

다[40].

한편 일본에서 2016년 수감된 60세 이상 수용자 36%가 교도소에 최소 6번 수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비율은 

전체 연령에서 보인 16%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37]. 한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여, 2013년 이후 3년간 65세 이상 

8)  교정시설 수용자 연령별 인원통계(2004-2015)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및 교정본부 홈페이지(corrections.go.kr) 자료를 참

조하였다.

9)  조사대상 구금시설 노인수용자 응답자의 70%가 운동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겼으며, 거동 불편으로 인해 거실에 머물 수밖에 없는 수형자들도 

운동의 필요성을 크게 피력하고 있었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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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범죄자의 재범 증가율은 38.6%로 비고령층(-0.3%) 보다 현저히 높았다[41]. 이는 재범 비율이 높고 경범죄가 대

부분인 노인범죄의 특징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직업이나 거주지,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경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들어오는 일련의 행태를 시사한다[38-39].

현 교정 시스템 내에서는 한 번 범죄에 노출되면 그만큼 사회부적응 가능성이 높아지고, 구금시설 내 적절한 관리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사회에 나와서도 발붙이고 살만한 곳을 찾기 힘든 것이다. 특히 상습범이나 장기형 노인

수용자는 가족이나 친척관계 또한 시나브로 단절되고,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한 건강 악화와 직업능력 감소가 누적되어 

교도소의 보호 환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진다[42].

(3) 제안

1) 재사회화 또는 일반적인 관점

보고된 일부 사례를 참조하여, 고령화되는 교도소 수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본의 

경우, 고령 수용자의 거실, 복도, 목욕탕 등에 보행을 돕는 난간, 손잡이 등을 설치한다거나, 작업종료 후부터 다음 식사

시간까지의 시간 동안 거실에서 누워있는 것을 허용한다고 한다. 단체운동 이외에 노인수용자들이 야외가 아닌 장소에

서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40]. 또한, 노인수용자들이 본인의 건강에 스스로 신경을 쓰고 

관리하는 습관을 갖도록 교도소 측에서 관련 프로그램이나 생활 지도 등을 곁들인다면 수용자 건강상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성 질환과 외로움, 고충, 가족관계 악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화상상담, 접견, 진료와 같은 화상시스템을 구축하

자는 의견이 있으며, 노인수용자에 대한 자연 친화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울증과 자살 위험을 낮추자는 

의견, 그리고 가족캠프나 부부캠프를 운영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그밖에 노인전문 상담사, 치료사, 강사를 통해 맞

춤식 교육, 다양한 치료와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43]. 하지만 이러한 재사회화 과정은 관련 인력 고용

이 필요하며 경제적 자원이 한정되므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 형을 받는 것이 무의미한 

상태의 노인수용자들에 대해서는 ‘형집행정지 제도’라는 합법적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도 있다[9, 44].

2) 회복적 관점

김봉수[45]는 노인범죄에 대해 성장과정 및 경험, 심리상태 및 질병, 경제적 상태와 생활환경 등이 범죄발생과 관련되

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노인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자립환경을 챙겨야 한

다. 즉, 고령의 수용자들이 반복적으로 교도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예방책은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에 달려있는 것이다. 특히 최초 한 번의 수감경험을 가진 노인들에게 적절한 직업교육과 취업기회 제공은 꼭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46].

교정의료 측면에서는, 이들의 신체·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구금시설에서 제공받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출소 후에도 이

어지는 것이 필요하다[47]. 몇몇 지정기관과의 일회성 화상진료가 아니라, 수감생활 이후에도 ‘주치의’로 생각할 수 있는 

의사가 화상진료 또는 내원진료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대부분의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출소 후 의료제공자와 정

규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더욱 필요하다. 나아가, 각종 질병으로 죽음이 가까운 이들에게는 지

역사회 호스피스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완화치료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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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병 (만성감염병)

한편 구금시설은 근거기반의 감염 확산 예방책을 시행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2016년 <Lancet>은 교정시설 내 주요 감염병을 일련의 시리즈로 다루었다[14, 49-50]. 특히 교정시설은 혈액매개 감

염병을 발견하고 치료하기에 적절한 곳으로[49], 2014년 기준 전 세계 구금시설에 수용된 1,02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3.8%가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이하 HIV)에, 15.1%가 C형간염 바이러스(이하 HCV)에, 4.8%가 만성 B형간염 바이

러스(이하 HBV)에 감염된 상태이며, 2.8%가 활동성 결핵을 가진 것으로 예측되었다[50]. 

이는 일반인구와 비교하여 높은 만성감염병 비율로, 구금시설 내 감염병 취약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공중보건학적 개

입의 당위성을 시사한다. 통상 상기 감염병들은 시설 내 주사기의 공유나 문신 시술,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등을 통해 구

금시설 내에서도 전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감염병 전파환경은 국내 교정시설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한편 외부에서 신규 수용자가 입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성 감염병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덜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만성감염병10)을 중심으로 논지를 이어가기로 한다.

(1) 현황

국회 박주민 의원실[51]의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 신고 현황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결핵 발생건수(일일 평

균 수용인원11)대비 비율)는 2015년 437건(0.8%)에서 2016년 609건(1.08%)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28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내 매독 발생건수 역시 2015년 139건(0.26%), 2016년 161건(0.28%)

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68건이 발생했다. HIV의 경우에도 2015년 153건(0.28%)에서 2016년 193건

(0.34%)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118건이 발생하였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

미국의 경우, 구금시설 수용자의 HIV 유병율은 일반인구의 약 3배로 알려져 있다. 전체 HIV 감염자 6명 중 1명은 교

정시설을 거쳐가는 것으로 보이며, 수감 중 감염사례도 보고되었으나, 구금시설 내 전파보다는 수감 전 감염일 것으로 

추정한다. 구금시설 내 치료결과는 좋은 편으로, 출소 후 치료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50]. 국내에서도 정확한 

HIV 감염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고, 감염경로 파악은 더더욱 힘들어 신뢰할만한 통계자료는 극히 제한된다.12) 통상 주

사기 재사용이나 구금시설 내 문신시술,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등이 구금시설 내 HIV 및 HBV 전파와 연관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 교정시설 환경과는 다소 이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만성간염 

전 세계적으로 구금시설 수용자는 일반인구와 비교하여 HCV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9-13배 정도이며, 국가별 

편차가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 B형간염 또한 일반인구에 비해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0]. 적절히 치

10)  본 연구에서 다루는 만성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 B형간염: 2군 감염병, C형간염: 3군 

감염병, 매독: 3군 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3군 감염병, 결핵: 3군 감염병.

11)  1일 평균 수용인원 : 전국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용자의 1년간 평균 인원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수용인원의 합을 365일로 

나눈 수치임.

12)  교정시설 내 HIV 감염자 추이 (이춘석 의원실과 박주민 의원실 보도자료를 종합)[51, 52]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2015 2016 2017(상반기)

감염자(명) 12 20 36 38 45 47 153 193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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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하지 않은 만성 B형 및 C형 간염은 간경화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WHO는 구금시설 내 모든 수용자들이 C형 간

염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국내 교정시설 건강검진 항목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게다가, C형 간염의 경

우 고가의 치료가 필요하다. 

3) 결핵 

구금시설은 과거 ‘결핵 저장소(reservoir)’로 여겨졌다.13) 현재도 이러한 취약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 교정시설 결핵현황은 일반 인구에 비해 평균발생률 23배, 유병률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3]. 대한민

국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을 중심으로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전체 결핵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결핵사업을 시행 중이다.14) 동일한 맥락에서 주요 사업대상인 교정시설에 

대해서도 2017년 잠복결핵검사 사업에 이어 2018년 잠복결핵치료 사업을 본격 시작하였다. 

(2) 문제점

1) 치료의 연속성 단절

장기간 다량의 약제를 복용해야 하는 결핵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만성감염병의 경우 완치 또는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치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 많은 국가에서 구금시설과 지역사회 보건의

료 시스템 간 협업이 어렵고, 정책과 자원 부족문제가 더해져 수용자 치료연계에 큰 장벽이 존재한다.15) 국내 역시 교정

시설 간 이송 및 출소에 따른 치료의 중단이 빈번하다. 우간다의 경우, 결핵치료를 받던 수용자 81%가 출소 후 치료를 

중단했다는 보고가 있다[50]. 또한 교정시설 내 진료기록은 통상 이후 치료기관에 원활히 연계되지 않고, 수용자가 관

할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지역 보건소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현행법상 출소 이후 연계치료를 무조건 강제할 수만

은 없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2) 과밀수용 및 영양상태, 환기불량 

과밀수용과 불량한 영양상태는 감염병의 전파에 있어 중요한 위험요소이다. 실제 몽골에서는 수용자 정원 감축과 영

양상태 개선을 통해 결핵의 질병부담을 낮춘 사례가 있다[54]. 한국의 경우 2017년 기준 수용정원 대비,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거의 1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또한, 결핵과 같은 공기매개 감염병의 전파 방지에 있어 중요한 

‘적절한 환기’에 대한 관리 역시 특별한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3) 제안

1) 재사회화 또는 일반적 관점

감염병 관리는 새로 입소하는 수용자에 대한 스크리닝, 정기검사를 통한 진단,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바탕으로 한

다. 예컨대 현재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성 결핵과 잠복결핵 검사 및 치료, B형간염 검사 및 예방접종, 활동성 B

형, C형 간염과 성병 등에 대한 치료가 그것이다.

13) http://www.action.org/newsroom/blog/how-prison-conditions-fuel-the-tuberculosis-epidemic

14)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년)>에 따르면, 결핵퇴치 성과목표는 국내 결핵발생률을 2016년 10만 명당 77명에서 2022년 10만 

명당 40명으로 줄이는 것이다. 

15)  http://www.unaids.org/sites/default/files/media_asset/20171213_UNAIDS_PCB41_Update-HIV-Prisons-UNODC_PP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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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현재 있는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영양의 식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

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최저 수용인원을 지켰을 경우, 감염된 같은 방 수용자에

게 노출된 경우에도 그 전파확률이 30%가량 감소하며, WHO가 권고하는 적절한 환기가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전파확

률은 50% 까지 떨어진다[55].

2) 회복적 관점

지역사회 보건소, 질병관리본부와의 밀접한 연계를 바탕으로 한 출소 이전 수용자 인구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개입이 

필요하다. 감염병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수용자를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을 감염

병에 노출시키는 중대한 위험요소를 제공한다. 특히 결핵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만성간염이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지

역사회 보건소에서 출소 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한 가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WHO는 이미 법무부나 별개의 조직이 아닌 전반적인 건강보건 관리기구16)가 교정시설의 보건의료를 담당할 것을 권

장하고 있다. 이는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동등한 건강관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변화 

또한 ‘지역사회의 통합’이라는 회복적 교정과 공중보건 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13]. 

사회적 연결망의 파괴, 집과 거주지의 부재, 구직의 어려움 등은 이들이 다시 HBV, HCV를 비롯한 여러 감염 위험을 

늘릴 수 있는 술, 약물중독과 같은 행동에 빠지도록 하는 위험요소가 된다. 이에 대하여 관련 생활습관 및 주변 환경에 

대한 교육을 지역사회와 함께함으로써 그 위험을 차츰 줄여갈 수 있다.

16)  한국의 경우 보건복지부(및 질병관리본부)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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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피해자-가해자와 함께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공동체의 회복을 추구하는 회복적 교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정

신건강, 전염병에 대한 의료적 해결이 필수적이다. 특히 교정의료 분야별 문제들을 기존 재사회화 관점과 함께 회복적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아래에 회복적 교정의 주요개념과 

교정의료로의 적용예시를 도식화하였다<그림 6>.

회복적 교정 회복적 교정을 적용한 교정의료의 예 

1. 피해자-가해자 

· Victim-offender mediation, VOM 
· Victim-Offender Dialog Programs

정신건강 피해자와 함께하는  명상 

2. 피해자-지역사회

· Victim support circles 
· Victim awareness and empathy programs

정신건강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신심리학적 상담 및 치료 제공 

3. 가해자-지역사회

· Restorative Prisons Project
· Restorative Reentry Programs

정신건강 지역사회 봉사활동 

고령화 

경제상태 및 생활환경 개선 

주치의 제도 도입

호스피스 시설 연계 완화치료 

감염병 보건소 연계 등을 통한 치료 지속성 보장 

4. 피해자-가해자-지역사회

· Peace circles 
· Family group conferencing 
· Community conferencing

정신건강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정신심리학적 교육 

<그림 6> 회복적 교정의 적용 개념도 (김용세(2006)를 재구성)[4]

교도소와 구치소와 같은 구금시설의 수감은 수용자들의 건강은 물론 그 가족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로써 전

체 인구집단의 건강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56-57]. 또한 수감 자체가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듯이, 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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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성립함이 확인되고 있다. 즉, 구조적 불이익,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복잡한 건강문제,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 교정시설 수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연계는, 해결되지 않은 교정

시설의 보건의료 문제들이 지역사회 보건의료시스템 내에 무방비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다시 지역사회

의 건강문제가 수감으로 이어지는 불상사를 막는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보건의료 관점에서 회복적 교정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건강 및 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이는 곧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전체 

공중보건의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효율을 기대하는 것이다. 

아직은 여전히 전통적인 재범방지에 치중하여 정부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회복적 교정의 철

학과 이념이 교정의료 현장에 적용된 미래에는, 좁게는 구금시설 안팎의 공중보건 향상을 이루고, 넓게는 구금시설과 지

역사회를 연결하는 공중보건의 회복을 통해 수용자의 재범방지를 포함하는 형사사법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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