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최근 10년 동안 성폭력사범은 104.7%, 마약· 마·향정

신성의약품과 련된 마약류사범은 33.5%, 정신장애범

죄자는 46.7% 증가하는 등인간의 불안정한 심라·정서

문제와 련된 범죄가 증가되고 있다[1].

교정조직은 수형자에게 기본과 원칙을 용하는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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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수형자 교정에 한 개념분석을 통해 그 속성을 악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여 간호 재 로그램 개발

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함이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 발표된 국내외 수형자 교정에 한 연구문헌을 PubMed, NDSL

RISS을 이용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검색하 다. 37편의 문헌을 Walker와 Avant의 개념분석방법 차에

따라 분석하 다. 수형자 교정의 속성은 응보, 자기성찰, 정 인 문제해결, 재사회화로 나타났다. 수형자 교정의 정의는

법에 반되는 반사회 이고 반도덕 인 행 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를 상으로 과학 이고 개별화된 형벌을 집행하

고, 수형자의 내면 성찰을 통해 삶에 한 정 인 태도를 지니게 할 뿐만 아니라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해결과 사회 응능력의 향상, 신체 ·정신 건강의 조화를 통한 재사회화와 범죄로부터 국민과 사회를 안 하게 보호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수형자 교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치료 교정을 한 간호 재 로그램 개발 시 이론

근거를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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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by 

analyzing the concept of prisoner correction. From April 1st, 2016, to July 30th, the research literature on all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soner correction from 2011 to 2015 were searched using PubMed and NDSL RISS. 

37 documents were analyzed according to conceptual analysis method procedures by Walker and Avant. In order 

to promote a positive attitude toward life through internal reflection of prisoner correcti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for improvements in problem solving abilities, social adaptation abilities, re-socialization and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society to inmates displaying anti-social and moral behaviors that violated the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desirable direction for prisoner correction, and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Key Words : Prisoner, Correction, Conceptual Analysis, Walker and Avant, Resocialization

* Corresponding Author : Seung-Woo Han(woowoo1200@naver.com)

Received September 11,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Revised   October  4, 2018

Published October 28, 201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10, pp. 357-366, 2018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8.16.10.357



한 디지 정책학 논 지 제16  제10358

교정의 확립과 더불어 수형자를 처우의 객체가 아닌 주

체로 인식하고, 소통과 공감을 통한 열린교정, 변화를 이

끄는 문교정, 미래를 비하는 창의교정을 해 각종

치료 교정 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2,3]. 미국, 국,

일본, 독일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로 자유박탈형을 심으로 한 독립법체계를 유지한 채

치료 교정 심의 수용처우를 추구하고 있다[2].

처벌지향 인 교정공무원은 구 리를 선호하지만

인간지향 인 서비스 심의 교정공무원은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방지에 을 둔다[4]. 따라서 교정공무원 개

인이 생각하는 교정에 한 개념에 따라 교정조직 목표

달성 정도가 달라지며, 수형자에게 제공되는 처우의 형

태가 달라질 수 있다. 교정공무원들의 수형자 교정에

한 개념정립은 단순한 조직 내의 개인의 변화만을 이끄

는 것이 아니라 교정조직 문화의 포 인 변화를 래

하여 수형자의 신체 ·정신 안녕에 기여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과거의 형벌을 부과하는응보주

의 교정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회복 교정[5]으로 변

화되었다. 이에 교정학에 인문학 근을 시도하여 수

형자를 인간성을 갖춘 이성 인 존재로규정하고 정상

인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기 한 조사연구[6,7,]를 수행하

다. 하지만 교정심리치료센터 정신보건센터[8],

인교육을 한 집 인성교육[9], 수용자 맞춤형 개별처우

[10,11]을 한 각종 치료 재 로그램을 통해 그 효

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제한 이었다. 한 수형자 교정

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조건 구성요소 등을 찾아

련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의한 연구는 없었다.

개념이란 상을 설명하는 속성을 내포하고 아이디어

를 제공해주는 간호이론의 주요 요소이며 이론가, 연구

자, 실무자가 개념 속에 들어있는 가능성과 심 상을

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다. 개념분석은

애매모호한 개념을 명료화하기 한 방법으로그 개념의

가장 본질 인 요소들이 무엇이며, 가장 본질 이지 않

은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가장 필수 인 개념의 특징을

결정하는 것이다[12]. 변화하는 교정환경에 발맞추기

해서는 교정공무원들의 수형자 교정에 한 개념정립은

요한 문제이므로 이 개념을 명료하게정의하고 발 시

켜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12]의 개념분석 틀에

근거하여 수형자 교정 개념의 결정 속성을 탐색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해함으로써수형자 교정

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치료 교정을 한 간호

재 로그램 개발 시 이론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도되

었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12]의 개념분석 차에 따

라 수형자 교정에 한 개념의 속성을 악하여 수형자

치료 교정 향상을 한 간호 재 로그램 개발에 필요

한 기 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2. 연 방법

2.1 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 상 논문은 우리나라 교정이 수용질

서와 리 심의 교정 틀에서 벗어나 실질 인 교정과

치료를 통한 수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본래

목 을 달성하기 함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료

교정 로그램이 도입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교정심

리치료센터, 수용자 정신보건센터, 집 인성교육과정, 개

별처우제도가 확립된[2] 2015년까지 발표된 국내외 수형

자 교정에 한 연구문헌으로 하 다. 자료검색과 수집

은 본 연구자가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7월 30일까지

실시하 으며, 자료수집 차는 검색어 선정, 검색 데이

터베이스 선정, 문헌검색 수행, 검색된 문헌검토, 분석

상 문헌 선정 순으로 진행하 다. 자료검색은 국외논문

은 PubMed, National Digital Science Links(NDSL)로 국

내논문은 한국교육학술원(RISS4U)의 학술지 학 논

문을 “수형자 교정(Prisoner Correction)”, “수형자

(Prisoner)”, “교정(Correction)”, “수형자(Prisoner) & 교

정(Correction)”을 검색어로 탐색하 으며, 구체 인 분

석 상 논문의 선정 기 은 다음과 같다.

1) 포함기

•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출 된 논문

• 국문 혹은 어로 기술된 논문 문(Full text)

이 확인되는 논문

• 수형자 교정의 개념, 특성 속성 등을 악하기

한 연구

• 논문심사 원의 심사를 거친 논문

2) 제외기

•특정 상, 변수, 로그램등을 설명하기 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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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교정을 변수 혹은 매개변수로만 이용하고 련

개념이나 특성은 설명하지 않은 논문

• 각종보고서나 학술 회발표(포스터 발표 포함)논문

검색엔진을 통해 총 358편(국외 151편, 국내 207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국외 문헌은 151편 에 록 는

원문을 제공하고, 논문제목, 록에 concept를 포함한 문

헌은 61편이며, 이 복 15편을 제외한 46편을 상으

로 포함기 과 제외기 을 용한 결과 최종 으로 5편

의 문헌이 도출되었다. 국내문헌은 총 207편이검색되었

으며, 이 복 20편을 제외한 187편을 상으로 포함

기 과 제외기 을 용한 결과 15편의 문헌이 도출되었

다. 15편의 논문 한국교정학회 5편, 한국교정복지학회

4편, 기타 6편으로 도출되어 본 연구주제와 한 련

이 있다고 단된 한국교정학회와 한국교정복지학회를

수기 검색한 결과 17편(한국교정학회 11편, 한국교정복

지학회 6편)이 더 추가되어 국내문헌은 총 32편이 도출

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국외 5편, 국내 32편의총 37

편의 논문이 최종분석 상으로 선정되었다.

2.2 료분

본 연구는 수형자 교정에 한 개념분석을 해

Walker와 Avant[12]의 개념분석방법을 용하 고, 구

체 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개념을 선정한다.

• 개념분석의 목 을 설정한다.

• 개념의 모든 사용을 확인한다.

• 개념의 결정 속성을 확인한다.

• 개념의 모델 사례를 제시한다.

•개념의 부가 사례(경계사례, 반 사례, 연 사례)를

제시한다.

•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확인한다.

• 개념의 경험 거를 확인한다.

3. 연 결과

3.1 정 개념에 대한 헌고찰

3.1.1 사전적 정

교정은 한자로 矯正로 표기되며, 좋지 않은 버릇이나

결 을 바로잡음을 의미한다. 국어사 에서는 틀어지거

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으로 표 되어 있으며, 어로

는 Corrections are marks or comments made on a piece

of work, especially school work, which indicate where

there are mistakes and what are the right answers으로

표 되어 정정, 수정, 교정, 처벌의 의미를 지닌다[13].

한 키피디아 백과사 에서는 1950년 와 1960년 에

미국에서 재활을 강조하는 새로운 철학 사조에 의해

형벌학(Penology)이 교정이라는 용어로 변화되었으며,

교정실천에 한 이론, 정책, 로그램과 련된 학술

인 역으로 경찰, 검찰, 병원, 할 교도소와 같은 정부

기 에서 범죄로부터 유죄 결을 받은 사람의 처벌, 치

료 감독을 포함하는 포 인 용어라고 하 다[14].

따라서 교정의 사 정의는 개인의 부정 행 나

차를 수정하거나 처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2 정 개념  사용범

3.2.1 사전적 정  타학 에  정 개념사용

교정을 일찍이 법학이나 행정학에서 요한 문제로

취 되어 왔다. 사회는 네트워킹의 발달로 세계화·

다양화되면서 개인의 가치 의 혼돈과 사회풍조의 문란

등의 역기능 측면과 더불어 청소년 노인범죄의 증

가, 컴퓨터 범죄 등이 증가되었다. 범죄유형이 다양화·

문화·조직화되면서 각종범죄로부터 사회를 방 하고 사

회질서를 유지하기 해 범죄자의 교정에 한 많은

심을 가지게 되었다. 교정을 범죄자를 교화 개선시켜 정

상 인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내리고, 교도소나 구치소, 소년원과 같은

구 시설에 수용된 범죄자들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기 해 이들의 처우 향상과 원활한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15]. 사회복지학에서는

교정을 범죄자와 우범자, 유해환경을 상으로 사회복지

방법의 지식과 기술을 통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련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회 노력[16]으로 생각하고,

형벌, 집행유 , 보호 찰, 각종 로그램과 사회서비스

를 통해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개선하기 한 문 인 특수 분야로 분류하면서 교정

복지를 사회복지실천의 하나의 역으로 넓 가고있다.

교육학에서는 학생의 부 한 행동이나 기술을 자신의

힘으로 찾아서 해결을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를 바로잡고 개인의 생활연령의 수 에

맞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확인되어 학

습자의 오답 오류 교정[17]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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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에서는 오자나 탈자를 바로 잡는다는뜻으로 원고와

조를 통한 검열, 컴퓨터를 통한 입력, 인출과정에서의

실수를 바로 잡는 등 책이 완성되는 단계별로 그 차와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 으며, 이러한 원고의 교

정은 단순히 실수에 의한 오탈자를 바로잡는 것뿐만 아

니라 련 학문을 정립하고 발 시킬 수 있어 꾸 히 연

구되고 있다[18].

의학에서 교정은 골 이나 탈구로 어 난 를 본래

로 돌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수직 변형된 골반

골 불유합에 한 수술 교정 골 유합술[19] 등으로 정

형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하지

만 미용이나 치료를 목 으로 성형외과, 흉부외과, 항문

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산부인과 등에서도 상사시를 동

반한 간헐 외사시에서 상사시 교정에 한 임상 고찰

[20] 등과 같은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

3.2.2 간 헌에  정 개념사용

수형자 교정은수형자와 교정의 합성어이다. 교정 계

법령집에서는 수형자란 징역형· 고형 는 구류형의 선

고를받아 그형이확정된사람과벌 는 과료를 완납

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교정이란 반사회 이고 반문화 , 반규범 인 행 를 한

비행소년이나 범죄자의 일탈 성격이나 행동등을 바로

잡아 재사회화 시키는 일체의 활동이다[21]. 간호학 측

면에서 수형자 교정이란 모든 범죄자들의원활한 사회복

귀와 재범방지를 하여 교정시설에서 건강상태를 평가

받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신체 ·정신 간호를 도모

하여 신체 ·정신 안 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재 교정시설에서 수형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인도주의 견지에서 부속의원을

개설하여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이들의 의료처우를 담당

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교정시설의 의료 환경은 수형자

의 의료처우 욕구수 을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며, 간

호업무가 교정의 심업무가 아닌 부수 인업무로 인식

되고 있어 하나의 독자 인 역으로 자리 잡지 못하

다. 그러나 최근 수형자의 교정처우 련 변화의 심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 ·심리 치유 심으로의 환을

비하고 있어 정신간호업무의 요성을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다[22]. 이미 캐나다에서는 53개의 연방교도소에

700명 이상의 교정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교

정시설에서 건강을 리하는 가장 큰 문 직종으로 인

정받고 있다. 한 수형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교정시설 입소 시 건강 리요구를 평가뿐

만 아니라 순회간호, 신체 ·정신 건강 간호, 응 상황

시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등 범 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교정간호라고 표 하고, 52개의 치료센터와 4

개의 병원에서 입원한 수형자들을 상으로 신체 ·정신

간호를 통합 으로 제공하고 있다[23]. 이와 같이 간

호학의 역에서도 교정의 개념은 요하나 아직까지 이

에 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3.3 개념  

개념의 속성을 결정하는 것이 개념분석의 핵심이다.

이는 개념과 가장 하게 련되어 있는 속성이 무엇

인가를 보여주고 개념에 한 범 한 통찰력을 갖게

해 다[12]. 교정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한문헌

을 고찰한 결과 반복해서 나타나는 개념들의 특징들을

기록하고 수형자 교정의 속성을 정리하 다.

3.3.1 수  정  정적 기 목록  

1) 범죄에 한 명백한 처벌과 법에 의한 합당한 처우

를 받는 것이다[21,24,25].

2) 자기성찰과 갱생 의지로 범죄 사고가 감소되는

것이다[24,25].

3) 삶에 한 통제력으로 왜곡된 정서와 행동 유형을

정 으로 발 시키는 것이다[21,26].

4) 범죄에 한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24,27].

5) 타인을 소 히 여기는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24,27].

6) 수용시설 내의 엄격한 보안질서로 범죄 행동이

친사회 인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이다[16,28].

7) 인간 인 처우를통해 인간으로써의존엄성과가치

를 느끼는 것이다[21,25].

8) 개인의 욕구에 근거한 개별 인 처우를 통해 자기

변화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다[25,26].

9) 피해자와 그 가족, 자신의 가족과 연계된모두가고

통이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해 노력

하는 것이다[11,27,28].

10) 사회에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강한 내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다[28,29].

11) 정체성 확립으로 삶에 희망을 갖는 것이다[27,28].



수  정에 대한 개념분 361

12) 기술과 기능습득으로 재사회화가 진되는 것이

다[21,24-28,30].

13) 출소 후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재범에 빠지지

않은 것이다[25-27,29].

3.3.2 수  정  

본 연구에서는 잠정기 을 참고하여 수형자 교정에

한 속성을 도출하 다. 확인된 수형자 교정의 속성은

응보, 자기성찰, 정 인 문제해결, 재사회화 4개와 14개

의 세부속성으로 확인되었다.

1) 응보 : 처벌, 규범의식 강화, 사회질서 유지

2) 자기성찰 : 죄책감, 책임감, 삶에 한 정 인태도

3) 정 인 문제해결 : 인 계기술, 자기조 능력,

용서와 합의

4) 재사회화 : 인간성 회복, 사회 응능력배양,

재범방지, 사회통합

3.4 개념  모델사례 

모델사례는 개념의 모든 속성들이 포함하고 있는

형 인 가 된다[12]. 32세 K씨는 직업군인으로 가정폭

력 가해자로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 를받아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8회기 가정폭력 교정 로그램 참

여하게 되었다(응보). 로그램참여 후 부부갈등은 사

2.69 에서 사후 2.21 , 폭력은 사 1.55 에서 사후

1.40 , 분노는 사 2.05 에서 사후 1.92 으로 감소되

었으며( 정 인 문제해결), 자기에 한 인식은 로그

램 참여 후 3.55 으로 로그램참여 3.05 보다 0.50

높게 나타났다(자기성찰). 자신의 문제를 고치기 해

노력하는 정도에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한다고 답하

으며, 로그램 참여 후 가장많이 변화된 부분은 집안에

서 밝은 표정과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기 해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 다. 그리고 부부사이에 오고가는

말이 달라지니 아내도 덜 미워 보이는 것 같다고 하 다

( 정 인 문제해결). 배우자에게하는 신체 폭력 빈도에

해서는 교육에 참여하고 나서부터는 재까지 폭력을

사용한 이 없다고 하 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해서는 남편이자 아버지인 남자의노력이 무엇

보다 요한 것같다고 하 다. 그리고가정폭력 없는 부

부애를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인정받는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고 표 하 다(재사회화).

3.5 개념  부가사례 개발

3.5.1 경계사례(Borderline case)

경계사례는 심개념의 속성이 부분 포함되어 있으

나 부 다 포함되지 않는 사례이다[12]. 37세 G씨는

2017년 4월 19일 밤 10시경 29세 여성을 뒤에서 소리를

못 지르게 한 뒤 끌고 가 넘어뜨린 후 배 에 올라 타

때리고, 3만원을 강취 후 강간을 시도하여 강간상해로 3

년의 형을 부여받고 S교도소에 수감 이며, 2017년 10

월부터 11월까지 8회기의 성폭력가해자 교정 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응보). G씨는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표 하는 성격으로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었

고, 인 계가 단 되어 출소 후 주거지가 없는 상황이

며, 6개월 이혼으로 여성에 한 분노감이 심화되어

사건을 지르게되었다고하 다. G씨는 로그램 참여

이후 단순히 술기운이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

닌 것 같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임을 알면서도 가슴 속

에 쌓인 아내에 한 분노를 다른 여성에게 풀고 싶었다.

하지만 지 은 피해여성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다.

피해여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죄 값을 치루겠다고 하

다(자기성찰). 무능한 남편을 만나 10년을 고생한 아내

가 이혼을 간 히 원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남

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구 한사람만의 노

력으로 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여성도 남성과 같은 동등

한 치에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여성에 한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사회에 나가 평범하게 살기

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서 직업재활에 극 으로 참

여하 다( 정 인 문제해결). 한 남아있는 수용기간

동안에 보여 정 인 모습과 원만한 인 계로 인해

모범수형자로 선정되어 가석방되었다(재사회화의 단

계).

3.5.2 련사례(Related case)

련사례는 분석 인 개념과 련 있는 개념의 이

지만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는 사례이다[12]. L씨

는 2016년 11월 26일 이웃에 사는 54세 남성의 집에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

로 나무작 기를 집어 들고 오른팔과 왼쪽 팔목 등을 내

리쳐 폭행 의로 1년 형을 받고 재 K교도소에수감

이다. 2013년 1월 5일 주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 3년을 선고받아 재 집행유 기간 에 있어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주1회, 회기 당 3시간으로 총 8



한 디지 정책학 논 지 제16  제10362

회기의 교류분석 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응보). L씨

는 입소 시부터 재까지 단순한 폭행 의로 1년이라는

형을 살아야 된다니 억울하다. 빌린 돈을갚지 않고 있는

사람이 문제인데 엉뚱한 사람에게 죄 값을 치루라고 한

다는 말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 다(자기성찰의 부재).

로그램 참여기간 동안에 방어 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

로그램이 좋고 유익한 에 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이 로그램이 자신에게 실질 인 도움을 수 있을지

는 의문이다면서 부정 인 태도를 보 다. 함께 참여한

수형자들이 상 방의 성향을 악하고 나의성향을 악

하는데 도움이 된것 같다. 그런 에서 수용생활에의

인 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자신의 감정과 느

낌을 표 할 때마다 거짓말이다. 가식 이다면서 분 기

를 흩트려놓았다( 정 인 문제해결의 부재). 1년이라는

수용생활 에도 다른 수형자들과의 신체 ·언어 싸움

이 잦아 출소 3개월을 남겨두고는 독방으로 옮기게 되었

으나(응보) 형을 마치고출소 한이후에는 가족의 정

인 지지로 인해 동일한 범죄를 일으키지 않고, 용 기술

을 배워 회사원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다(재

사회화).

3.5.3 반대사례(Contrary case)

반 사례는 확실하게 해당 개념이 아닌 것에 한 사

례이다[12]. 다음 사례는 수형자 교정의 4가지 요한 속

성인 응보, 자기성찰, 정 인 문제해결, 재사회화 어느

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A씨는 2017년 12월 5일 53세

K씨의 오이농장 비닐하우스 앞에 세워둔 승용차량의 운

석 팔걸이 보 함 지갑에 넣어둔 60만원을

취하여 도 의로 경찰서에 입건되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2년 10월 탈북해서 건설 장에서 노동일을 하

며 찜질방과 PC방 등을 하며 살아오던 생활비가

부족해 친구집에 돈을 빌리러 가던 문이 열린자동차

가 있어 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 문을 열고 팔

걸이 보 함을 뒤지게 되었다고 하 다. 경찰조사 진행

되는동안에만약 차문이잠겨 있었더라면문을열 생각

도 하지 않았을것이고, 문을열지 않았더라면 돈을 훔치

지도않았을 것이다. 문단속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1차

으로 잘못이 있다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모습이 반

복되었다(자기성찰의 부재). 피해자 K씨는 마을에서 일

어난 일이라 조용히 마무리를 짓고 싶다.,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 순간 인 유혹으로 이런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법 인 제제보다는 훔쳐간 만 돌려받고 싶다고 하

다. 하지만 A씨는 훔친 돈을 들고 달리다가 도랑에 빠트

려서 지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돈을 받고 싶으면 직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한번 찾아 라., 문이 열리고 열쇠

가 꼽힌 차를 훔치지 않은 것만으로 고마워해야 된다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 다( 정 인

문제해결의 부재). 이후 A씨의 아내는 경찰 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집에 사는친구에게 60만원을 빌려와 K씨

에게 정 히 사과를 하면서 달하 다. A씨는 도 건

에 해 처벌을 받지 않고 경찰서를 나왔지만(응보의 부

재) 지속되는 생활고로 인해 3개월 이후 낮에 문이 열

린 가정집에 들어가 품과 을 훔친다가 장에서

잡 도 의로 다시 경찰서에 입건되었다(재사회화의

부재).

3.5.4 창안  사례(Invented case)

창안된 사례는 경험세계 밖에서 상상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 내는 사례이다[12]. 17세 M군은 술에 취

한 70세 K씨의 가방을 훔치다가 지나가던 경찰에게 잡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2017년 12월 24일부터 2018년 3월

6일까지 서울, 경기도, 경북 등에서 30차례에 걸쳐 1억

6370만원 상당의 품을 훔친 사실이 드러나 특수 도로

3년의 형을 부여받고 K소년교도소에 수감 이다. 수감

생활 에도 반사회 이고 반도덕 인 언행이 지속되어

문화체육 부에서 주최하는 사회 취약계층의 문화

권 신장 사회 통합기능확 를목 으로하는문화

술교육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응보). M군이 참여한

문화 술교육은 단순한 교정의 역할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8주간의 로그램 참가이후 M

군의 모습을 교도 들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 다.

•내면 인 성찰과 문화 상상력을 통한 반성으로

반사회 인 요소가 감소되었고(자기성찰), 인지

변화와 동시에 행동의 개선을 가져와 인 계

자기조 능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격성이

하되었다( 정 인 문제해결). 한 정 인 상

호작용 기술, 의사소통 기술 비 사고 기술,

자존감을 향상되어 우울한 성향이 감소되었다( 정

인 문제해결).

•책임감이 강화되었고(자기성찰), 공동체 의식과 사

회성이 향상되었으며, 자율성과 표 성의증가로 기

본 인 욕구가 충족되어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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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재사회화).

문화 술교육을 통해 M군의 인지 , 정서 , 행동

변화가 일어나 출소 이후 나도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어머니와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서 용 기

술을 습득하는 등 극 인 수형생활을실천하여 모범수

로 선정되어 2년 만에 가석방 되었다. 재 M군은 소

기업에 근무하면서 동일한 범죄를 일으키지않고 생활하

고 있다(재사회화).

3.6 개념  행 과  결과

선행요인은 개념의 발생 이 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부수 인 조건을 말하며, 결과는 개념 발생 후에 나타나

는 사건이나 부수 인 조건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행

요인과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개념이일반 으로 사용되

는 사회 상황을 잘 반 하며 속성을 다듬는데 도움이

된다[12]. 본 연구에서 확인된 수형자 교정의 속성을

심으로 개념 발생 에 나타나는 선행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사회 소외나 배제로인한 반사회 이고반도덕

인 행

2) 법률과 법한 차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에 수용

3) 범죄에 한 죄책감과 교도소 구 으로 인한 심리

충격

4) 경제, 의료 등에 한 욕구와 갱생에 한 의지

5) 처벌과 처우의 분리

6) 수형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 신체

·심리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제공, 직업훈

련 로그램, 사회 응강화 로그램 등

수형자 교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과학 이고 개별화된 형법의 집행[28,29].

2)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용환경 조성[27,29,30].

3) 범죄이 의 질 인 삶 추구[28,29,31,32].

4) 범죄로부터 안 한 사회구축[25-27,29].

이상에서 제시한수형자 교정의 4가지속성, 선행요인

결과를 기 하여 수형자 교정에 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릴 수있다. 수형자 교정이란법에 반되는 반사

회 이고 반도덕 인 행 로 인해 교정시설에수용된 사

람들을 상으로 과학 이고 개별화된 형벌을 집행하고,

수형자의 내면 성찰을 통해 삶에 한 정 인 태도

를 지니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해결과 사회 응능력을 향상시키

고, 신체 ·정신 건강의 조화를 이룩하여 재사회화

범죄로부터 국민과 사회를 안 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7 개념  경험적 거

개념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경험 거를 결정하는

것으로 어떤 개념이 있거나 발생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실제 상에 한 구분이나 범주이다[12]. 즉, 수형자 교

정 개념을 측정하기 한 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미

리 알려져서 사용되는 측정도구가 있다면 그 도구가

측정하려는 속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한 후 개념분석과정

에서 지 된 속성의 기 과 일치한다면 그 로 경험

거로 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형자의규율 반

재범 시 사용되고 있는 수형자의 상담태도와 문제가

능성 평가도구[33]와 객 성 험성 평가도구[34]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속성과 비교하여 확인되어진 경험

거는 다음과 같다.

• 수형자의 태도 문제가능성 : 수형자의 형벌

처우에 한 태도, 교도 에 한 태도, 피해자에

한 태도, 재문제의 심각성, 문제유발가능성, 재

비행 선행동가능성

•수형자의 객 인 험성 : 공격성향, 범죄 인 사

고 경향, 자포자기 경향

• 수형자의 규율 반과 재범 : 수용 징벌여부, 출

소 후 재범여부

4. 논

본 연구는 수형자교정의 개념을 통합·분석하여 그 속

성을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하여 Walker와 Avant[12]

의 방법으로 개념분석을 하 다. 본 연구의 개념분석 결

과 수형자 교정의 주요 속성은 응보, 자기성찰, 정 인

문제해결, 재사회화로 나타났다. 선행요인으로는 사회

소외나 배제로 인한 반사회 이고 반도덕 인 행 , 법

률과 법한 차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등의 교정시

설에 수용, 범죄에 한 죄책감과 교도소 구 으로 인한

심리 충격, 경제·의료 등에 한 욕구와 갱생에 한

의지, 처벌과 처우의 분리, 수형자 개별 인 특성을 고려

한 서비스 제공으로 악되었다. 선행요인으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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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과학 이고 개별화된 형법의 집행, 인간다운 삶

을 보장하는 수용환경조성, 범죄이 의 질 인 삶추구,

범죄로부터 안 한 사회구축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형자 교정의 속성, 선행요인 결

과를 맥락 흐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수형자 교정의 첫 번째 속성은 ‘응보’로, 선행요인인

사회 소외나 배제로 인한 반사회 이고반도덕 인 행

, 법률과 법한 차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에 수용과 련성이 있으며, 그 결과는 과학

이고 개별화된 형의 집행으로 나타났다. 응보는 범죄자

가 사회와 격리된 상황에서 범죄성에 응하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잠재 범죄인이 될

수 있는 사회일반인의 규범의식을 강화시켜, 그들로 하

여 범죄에 빠지는 것을 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

은 단순한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사

회와 격리시켜 범죄로부터 사회와 국민을보호함과 동시

에 그들을 교육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온 한 사회구성원

으로 복귀시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한 것이다[21]. 이

러한결과는 범죄자의잘못된 품성이나행동을 바로잡고,

교화·개선시켜 정상 인 사회구성원으로의 정착을 목

으로 하는 법학의 교정 개념[15]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

므로 반사회 이고 반도덕 인 행 를 사 에 방할 수

있는 간호 재 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속성은 ‘자기성찰’로, 선행요인인 범죄에 한

죄책감과 교도소 구 으로 인한 심리 충격과 련성이

있으며, 그 결과는 범죄 이 의질 인 삶의 추구로 나타

났다. 자기성찰은 자신의 지른 범죄에 한 책임을 통

감하고[24,27], 반사회 ·반문화 ·반규범 행 를 이끈

일탈 성격이나 행동을바로잡는 것을 의미한다[21]. 이

러한 결과는 개인의 부 한 부분을 자신의 힘으로 찾

아서 해결할 수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교육학의 교정 개념[17]과 유사

하다. 범죄에 한 죄책감과 책임감은 삶에 한 정

인 태도를 지니게 하여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

록 하는 강한 내 동기를 부여한다[24]. 범죄자로 낙인찍

히면서 지니게 되는 죄책감,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부정

인 정서를 정 으로 환시킬 수 있는 간호 재 로

그램과 자립의지, 강 과 같은 내 자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간호 재 로그램을 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속성은 ‘ 정 인 문제해결’로, 선행요인인 경

제·의료등에 한 다양한 욕구와갱생에 한 의지와

련성이 있으며, 그 결과는 범죄 이 의질 인 삶 추구로

나타났다. 정 인 문제해결은 자신이 지른 범죄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 자신의 가족과 갈등 계에 직면

하게 된 수형자가 범죄사건과 연계된 모두가 고통을 받

고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

를 하거나 때로는 조정과 화해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행

에 해책임지기 해노력하고[24,27], 자신의 문제

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스스로의 문제 을 바로잡

고, 하나의목 을 해 그 단계별로 차와 방법을 확인

하고 수행하기 해 노력하는 교육학의 교정 개념[17]과

일맥상통한다. 범죄자의 문제해결을 한 정 인 노력

은 법 처벌보다 더 효과 인 선도와 방의 결과를 가

져온다[24]. 그러므로 개인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갈등

이나 스트 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간호 재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속성은 ‘재사회화’로, 선행요인인 처벌과 처우

의 분리, 수형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서비스 제공과

련성이 있으며, 그 결과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용

환경 조성, 범죄이 의 질 인 삶 추구, 범죄로부터 안

한 사회구축으로 나타났다. 재사회화는 수형자는 범죄의

주체이며 처벌의 객체라는 사실 외에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며, 언젠가는 사회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생활하게 될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여겨 그들이 인간으

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21]. 그

리고 내외 자주성과 주체 인 인격과 사회 책임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범죄자는 사회에 복귀되어 죄를 짓지

않고 평범한 사회생활을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

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사회공동

체에 편입될 수 있다[27].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귀에 필

요한 지식과 지술을 통해 원만한 사회복귀로 재사회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회복지학의 교정 개념[16]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한 사

회인으로 타인과 화합할 수 있는 간호 재 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형자 교정의 개념속성, 선행요인, 결과요

인 등을 일부 학문분야에서 검색된 22편의 연구논문에

기반을 두고 있어 제한 이 있다. 그리고 수형자 교정의

개념분석을 해 Walker와 Avant[12] 분석방법만을 사

용하 으므로 개념의 사용과 맥락을 구별하는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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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므로 추후 다른 개념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보완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12]가 제시한 개념 분석

차에 따라 수형자 교정에 한 의미와 속성을 확인하

다. 개념분석을 통해 확인된 수형자교정의 정의는 법

에 반되는 반사회 이고 반도덕 인 행 로인해 교정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을 상으로 과학 이고 개별화된

형벌을 집행하고, 수형자의 내면 성찰을 통해 삶에

한 정 인 태도를 지니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해결과

사회 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체 ·정신 건강의 조화

를 이룩하여 재사회화 범죄로부터 국민과 사회를 안

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수형자 교정의 바람

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간호 재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

에서 밝 진 속성을 토 로 수형자 치료 교정을 한

각종 간호 재 로그램 개발 수형자 교정의 효과성

측정 도구 개발, 수형자 교정의경험의 실제와 과정을 밝

힐 수 있는 질 연구의 수행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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