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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들어 청소년 비행 및 재범을 둘러싼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바, 이미 
범죄성향이 고착화된 대상자들을 위한 재범예방 대책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소년사법의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비행이 고착화되기 이전에 초기비행성향을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예방차원에서의 비행예방대책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소년사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7년 ‘청소년비행예방
센터’가 설치되었고, 기존의 사후 집행적 재범방지 정책 중심이던 소년사법정
책이 사전 예방적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청소년비행예
방센터는 그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수업태도, 출
결사항, 학교규칙준수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문제점으로 센터의 수 및 각 센터별 배치인원이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센터
가 소년원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 등
이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각 센터별 배치인
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비행예방교육 인원의 증가율의 크기에 따른 성과의 차
이를 각 센터별로 비교함으로서 업무량 과다의 효과를 살펴보고, 또한 소년원
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센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간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실증자료를 통한 상관관계분석 및 센터직원들과의 전화인터뷰
를 통하여 변수 간 관계의 밀접한 정도와 관련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 등을 유
기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 증가율의 변화에 따른 교육수료
학생의 사회적응률을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해본 결과 예측한대
로 강한 음의관계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 증가율의 변



화에 따른 교육이수학생의 만족도를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해본 
결과 예측과는 달리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교육주체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의 경우가 소년원대행의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교육이수 학생증가율 대비 사회
적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의 차이, 교육담당직원
의 전문성 차이, 업무특성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비행예방교육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첫째, 센터수를 늘리고 직원을 보충하
여 보다 효율적이고 즉시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소년원에서 센터기
능을 대행하는 경우 비행예방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
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년원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센터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제고 
및 비행예방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의 독립기관화가 필요하다.

Keywords: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행예방교육,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업무과중,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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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상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에 위치한 과도기로
서 한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일어
나는 시기이며, 또한 삶의 전 생애 중 가장 많은 위험과 기회, 그리고 좌절과 
성취를 체험하게 되는 단계이다(Erikson, 1968). 따라서 청소년기에 청소년 스
스로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건
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2006년부터 2008년까
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범의 범위에서 19세가 제
외된 후 소폭 감소하였고, 2011년 4.4%에서 2012년 5.1%까지 증가하였다가 
2013년에는 4.3%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재산범죄를 포함한 생계형 범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4범 이상 소년범의 비율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1).

  이렇듯 청소년 비행 및 재범을 둘러싼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바, 지난 
70년대에는 재범소년이 전체 소년범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90년대에
는 20%를 넘겼고, 최근에는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소년재범 현상은 증가 
추세에 있다(원혜욱, 2009; 박영규, 2012). 이는 청소년 범죄가 상습화되어가
고 있다는 것으로서, 한번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비행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됨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이 
비록 청소년에게 국한된 특징은 아니지만, 청소년기가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중요해진다. 비행청소년으로 낙인 된 청소
년들은 처음에는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계속적인 사회적 반응으로 스스
로 비행자라는 자아개념을 갖게 되어 이차적인 비행을 쉽게 저지르게 된다
(Lement, 1967). 따라서 청소년기의 범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도하지 못

1) 2014청소년백서. p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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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게 된다.
  또한 이미 범죄 성향이 고착화된 대상자들을 위한 재범예방 대책은 매우 제
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소년사법의 보다 근본적이
고 효과적인 대책은 비행이 고착화되기 이전에 초기 비행 성향을 보이는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예방차원에서의 비행예방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최인섭 · 이순래, 2009).

  이러한 배경 하에 소년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소년법 등 소년사법
이 2007년 12월 21일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소년사법의 주무국도 ‘범죄예방
정책국’으로 변경되었으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를 근거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설치되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기존 사후 집행적 
재범방지 정책 중심이었던 소년사법정책이 사전 예방적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조직시스템이 정비되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송화숙, 2008).
  이러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학교폭력 가해자 등 위기청소년 및 기소유예
자 등 비행초기단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원인진단 및 비행예방교육을 실
시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소년법 제67조의2(비행예방정책)2) 등에 
근거하여 현재 전국 1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업무로는 대안교육, 상담조사(비행원인진단), 법교
육, 청소년심리상담, 보호자교육, 주말캠프 등이 있는바,  대안교육은 학교폭력 
등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기소유예 및 보호처분 대상자 등의 비행예방 및 재
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법무부 자체에서 개발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활
동을 중심으로 하는 인성교육이고, 상담조사란 불구속 송치 범죄소년에 대하여 
법원 소년부 판사가 주간에만 3-5일 동안 소년분류심사원 및 청소년비행예방
센터에 출석시켜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인성위주
의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보호자교육은 비행청소년이 재비행을 범

2) 제67조의2(비행 예방정책)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행소년"이라 한다)가 건전
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2. 비행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
   [본조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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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도록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녀이해 및 지도방법 등 
역할개선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비행예방을 위한 법교육은 학생이나 시민 등
을 대상으로 법 전반, 법 형성과정, 법제도 등의 원리와 가치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제공하는 교육, 그리고 청소년 심리상담 교육은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
전육성을 목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각종 심리검사와 개별 및 집단상담을 의
미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고, 의뢰학교 
교사들 또한 의뢰학생들의 수업태도, 출결사항, 학교교칙 준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문제점으로 센터의 수가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과 각 센터별 배치 인원이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 모든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각 지역의 소년원이나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
다는 점 등이 주장되고 있다(박찬걸, 2012; 권해수,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각 센터별 배치인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비행예방교육 인원의 증가율의 크기에 따른 성과(교육이수자의 만족
도와 사회적응률)의 차이를 각 센터별로 비교함으로서 업무량 과다의 효과를 
살펴보고, 또한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센터업무
를 수행하는 경우간의 성과(교육이수자의 사회적응률)를 비교함으로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총 16개 비행청소년예방센터 중 2012년 전에 본격
적인 센터업무를 시작하여 성과비교가 가능한 6개 센터(부산·창원·대구·광주·청
주·안산 센터)와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4개 소년원(전주·대전·춘천·제주 소년원)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렇게 11개 기관이다. 따라서 전국의 16개 청소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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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예방센터 중 2012년에 개원하였으나 본격적인 업무는 2013년부터 시작한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 센터와 2013년 개원한 순천·전주·춘천 센터, 그리고 
2014년 개원한 부산동부·울산·수원 센터는 제외 되었다.

  이렇게 연구대상을 설정한 까닭은 본 연구의 목적이 각 센터별 배치인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비행예방교육 인원의 증가율의 크기에 따른 성과(교육이수자
의 만족도와 사회적응률)의 차이를 각 센터별로 비교함으로서 업무량 과다의 
효과를 살펴는 것과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간의 성과(교육이수자의 만족도와 사회적응률)를 비교함
으로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므로 이를 위
해서는 2개년도의 만족도 및 사회적응률 자료가 존재하여야 하고, 더욱이 청
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 만족도 및 사회적응률 조사는 전년도 조사결과를 
차년도에 분석하고 있어서 2015년도 현재의 최근자료로는 2013년 수료자에 
대하여 실시한 교육 만족도 및 사회적응률 조사결과를 2014년도에 분석한 자
료이므로 2개년도의 자료를 가질 수 있는 기관은 2012년도 이전에 본격적인 
센터업무를 시작한 센터만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제3절 연구의 방법

   각 센터별 비행예방교육이수자 인원의 증가율의 크기에 따른 성과(교육이수
자의 만족도와 사회적응률)의 차이를 각 센터별로 비교하고, 소년원에서 센터
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센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간의 성과(교육
인원 증가율 대비 사회적응률)를 비교함에 있어서, 실증자료를 통한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및 현장조사(직접 현장에서 근무하는 센터직원들
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변수 간 관계의 밀접한 정도와 관련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 등을 유기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상관관계분석은 변수간의 관계의 밀접한 정도, 즉 두 변수 간에 얼마나 밀접
한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통계기법으로서 두 변수간의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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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상관관계라고 하며, 상관관계에는 어느 한 변수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변수의 값이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와 어느 한 변수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변수의 값이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 정도
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관계수가 이용되는바, 본 논문에서는 피어슨 상관 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를 구하였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업무로는 대안교육, 상담조사, 법교육, 청소년
심리상담, 보호자교육, 주말캠프 등이 있는바, 본 연구는 위 주요업무 중 전국 
비행청소년예방센터에서 공통적으로 교육이수자의 만족도 및 사회적응률을 평
가하고 있는 대안교육과 상담조사 두 업무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업무는 전국 비행청소년예방센터에서 공통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개선을 목적
으로 하는 업무로서 각종 연구에서 비행청소년예방센터의 주요업무로 제시하
는 항목이기도 하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만으로 각 센터별 비행예방교육이수자 인원의 증가율
의 크기에 따른 성과(교육이수자의 만족도와 사회적응률)의 차이 및 소년원에
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센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간의 성
과(교육인원 증가율 대비 사회적응률)의 차이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데에는 한
계가 존재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상관관계분석과는 별도로 현장조사를 진행하
여 변수 간 관계의 밀접한 정도와 관련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 등을 유기적으
로 해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비행청소년예방센터에서 대안교육이나 상담조
사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과의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비행청소년예방센터 업
무종사자들과 접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아 현재의 비행청소년예방센
터의 실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변수 간 관계의 밀접한 정도와 관련성 
및 그 원인 등을 분석해보고자 하며, 인터뷰 내용과 기존의 효과분석 문헌들을 
참조하여 보다 유기적으로 변수간의 관계를 바라보고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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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비행청소년의 개념 및 외국의 청소년비행예방제도 개관

1. 비행청소년의 개념

  비행을 잘못된 행동(misbehavior)이라고 규정하는데 대하여는 누구나 인정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된 행동이 비행인지는 연구자들마다 일정하지 않
다. 즉 비행에 속하는 행동은 시대적 차이와 사회적 관습 및 문화적 가치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으며, 비행 행위자의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고성혜, 1996).  
  비행청소년의 일반적 개념은 사회적, 문화적, 시대적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
하게 정의 될 수 있는데, 협의의 개념은 범법소년을 말하고, 광의의 개념은 모
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 청소년을 의미한다(김영모, 1981). 소년법 제4조 제1
항3)에 의하면, 청소년 비행이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
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
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분류하고 있는바, 소년법 제4
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으로서 공격성, 가출, 
폭력, 약물남용, 흡연, 탈선행동, 학교부적응행동 등 그 사회의 사회규범으로부
터 일탈된 행위 또는 사회규범에 위반된 행위를 한 청소년을 비행청소년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3)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
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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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청소년비행예방제도 개관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해 각국에서 특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와 비
행예방프로그램을 살펴보기 위하여 영국, 미국, 독일의 비행예방대책을 중심으
로 검토해보겠다4).

1) 영국의 청소년비행예방제도
  1990년대 후반 영국의 소년사법 전반에 대한 개혁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다기관협력체계(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 MPPA)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98년 범죄 및 무질서법에 국가차원에서 협력체계
를 갖출 수 있도록 소년사법위원회(Youth Justice Board)와 소년비행대응팀
(Youth Offending Team)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청소년비행대응팀은 각 지역에서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일
선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그 개입은 위기청소년의 비행예
방, 경찰, 법원, 처분의 집행단계까지 소년사법 전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특
히 위기청소년의 비행예방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훈계나 경고를 받은 대상자에 
대해 원인을 평가하고 원인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논의하여 직접 
개입한다. 청소년비행대응팀의 특징적인 점은 사례에 투입되는 방식인데, 하나
의 사건에 한명의 사례관리자(case worker)가 투입되어 초기단계부터 소년사
건 처리절차, 처분 집행까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대상소년과 
초기에 형성된 라포(rapport)가 끝까지 지속되면서 일관성 있는 개입을 하기
에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이정주, 2012).

2) 미국의 청소년비행예방제도
  1974년 소년사법시스템을 향상시키고 비행예방을 위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
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JJDPA)이 제정되었다. 
JJDPA는 성인과의 분리와 탈시설화라는 두 가지 요건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
고 있었다. 또한 JJDPA는 효과적인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통제를 위해 소년사
법과 비행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4) 단기집중형 법무부 대안교육 프로그램 효과분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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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JDP)의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OJJDP는 비행예방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하였다. 
  OJJDP의 종합프로그램은 발전범죄학과 공중보건모델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되
었으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는 소년이나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및 조기개입(prevention),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즉시제재(immediate sanction), 중간제재(intermediate sanction), 수용
처우(residential treatment), 사후처우(reentry) 등 다섯 단계로 나누어 진행
된다(최인섭 · 이성식, 2010).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대처능력 향상 프로그램, 
기능적 가족치료 프로그램, 가족과 교사의 관심 연결하기 프로그램, 다중체계
치료, 평화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기, 가족강화 프로그램, 폭력예방 
프로그램, 가족과 학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3) 독일의 청소년비행예방제도
  독일의 청소년 관련 업무는 연방정부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 Gesetz)’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아동·청소년 지원’
이란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이고, 나아가 양육자 또는 가족들에
게 공공기관이나 민간위탁 단체가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동·청
소년 지원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개개인은 자신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육성
지원과 책임감 있고 전인적인 인성을 통한 미래의 자립인으로 성장하도록 교
육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당연히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이들의 개인적 및 사회적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지시키
거나 감소시켜야 한다.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또는 부모들의 
자녀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이나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부모의 역량 
그리고 가족의 가치관을 재정립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 
지원법은 개인의 사회적 발달을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전반적
인 환경 전체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전인식, 2011).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사회성 강화 집단 프로그램(참가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
도하는 외래형 교육지원 서비스의 한 형태로,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인생과 진로의 방향성을 일깨우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회교육적 가족지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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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가족이 여러 분야에 걸쳐 고질적인 어려움을 가질 때 가족지원사가 위기
가족을 방문하여 이를 도와주는 서비스), 체험교육 프로젝트(위기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체험하고 발견하게 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4) 시사점
  영국, 미국, 독일의 비행예방 관련 대책과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영국의 경우 지역 중심의 사례관리자를 통해 위기청소년의 비행예방, 
경찰, 법원, 처분의 집행단계에 까지 소년사법 전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
다. 이는 처음부터 모든 프로그램들이 종료될 때까지 하나의 팀으로서 청소년
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초기에 형성된 라포(rapport)가 개입 종료
시까지 지속될 수 있고, 이는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일 없이 적합한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정주,2012). 우리나라의 경우, 
비행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비스의 
중복문제, 소년사법사건 처리과정에 있어 신속하게 사건처리가 이루어지지 못
하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처음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
될 때까지 사례관리자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은 우리나라 비행청소년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미국 OJJDP 종합프로그램들은 인지적 치료와 대인관계 기술을 강조하
고 있다. 비행청소년들은 충동적이고 문제해결능력과 대인관계의 사회기술능력
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지적 행동기법, 갈등해결 및 대인관계기술을 통해 충동
성과 공격성을 조절하고 문제해결능력과 인지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
다. 향후 대안교육 프로그램에서 문제영역별 문제해결능력과 인지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국의 경우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비행청소년들은 부모
의 관심과 애정부족, 부적절한 양육, 강압적 체벌과 학대 등 가족 기능에 문제
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에서는 적절한 부모의 역할과 양육법
을 교육시키고, 자녀양육에 대한 지도나 교육, 가족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방
식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관계를 개선하려는 가족치료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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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영국, 미국, 독일 모두 다기관 협력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범죄
는 개인, 가족, 학교, 친구, 지역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
하회의 여러 기관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조화롭게 연계되어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향후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현황

  2007년 소년법(법률 제8722호) 제6차 개정이 단행되었는바, 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법무
부는 2007년 4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을 위한 전문직원의 배치 및 교육환
경조성 등 준비작업을 거쳐 2007년 7월 23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
통령령 제20180호)에 따라 ‘청소년비행예방센터’라는 표제 하에 청소년 비행예
방 지원업무를 분장하도록 부산소년원·광주소년원·대전소년원·청주소년원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소속하에 각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둔다고 신설하는 
한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총 
6개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개관하였다. 이후 2012년 6월에는 서울남부·서울
북부·인천·대구 등 4개 센터를 개관하였으며, 2013년 11월에는 순천·전주·춘천 
등 3개 센터, 2014년 12월에는 부산동부·울산·수원 등 3개 센터를 개관하여 
현재 총 16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센터의 명칭은 교육 수요자의 거부감 해
소 및 대내외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복수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바, 직제명
칭은 (지역명)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고, 대외명칭은 (지역명)청소년꿈키움센터이
다(다만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솔로몬파크를 대외명칭으로 사용하고 있
음). 이하에서는 직제상 명칭에 따라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기재하도록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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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칭
(대외명칭) 주 요 기 능 관할지역 설치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부산중구,서구,동
구,영도구,부산진
구,북구,사상구,

강서구,사하구,동
래구,연제구

07.7.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마산,통영,밀양,
거창,진주,거제,

경상남도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광주광역시,나주
시,화순군,장성군
,담양군,곡성군,

영광군,목포시,무
안군,시안군,함평

군,영암군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솔로몬파크) - 법교육 (전 국민 대상) 전국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충북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안산,광명,시흥,
안양,과천,의왕,

군포
서울남부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서울남부청소년
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서울남부,동부,서
부

12.6.서울북부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서울북부청소년
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서울북부,의정부,
동두천시,구리시,
남양주시,양주시,
포천시,고양시,파

주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1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기능 및 관할지역은 다음
과 같다.

<표 1>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현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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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인천,부천,김포,
강화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대구,경상북도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순천시,여수시,과
양시,구례군,고흥
군,보성군,장흥군

,강진군

13.11.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전주시,김제시,완
주군,임실군,진안
군,무주군,군산시
,익산시,정읍시,

부안군,고창군,남
원시,장수군,순창

군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춘천시,화천군,양
구군,인제군,홍천
군,강릉시,동해시
,삼척시,원주시,

횡성군,속초시,양
양군,고성군

부산동부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부산동부청소년
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부산시 
금정구,해운대구,
남구,수영구,기장

군

14.12.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울산시,양산시,울
주군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수원시,오산시,용
인시,화성시,성남
시,하남시,광주시
,이천시,여주군,

양평군,평택시,안
성시

5)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현황, 법무부 (2014)



- 13 -

제 3절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업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업무로는 대안교육, 상담조사(비행원인진단), 법교
육, 청소년심리상담, 보호자교육, 주말캠프 등이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6).

1. 대안교육  

1) 대상자
  대안교육은 학교폭력 등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기소유예 및 보호처분 대상
자 등의 비행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법무부 자체에서 개발한 비행유
형별 전문교육과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말하는데, 교육대상은 
법원에서 대안교육명령 처분을 받은 청소년,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
분을 받은 청소년(선도유예자),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폭력, 부적응 등으로 특별
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된다.

2) 교육기간
  대안교육의 기간은 법원에서 대안교육명령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는 1
주, 2주, 4주 등 이 있으며,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
년의 경우나 학교에서 학교폭력,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
생의 경우에는 3일 이내, 1주, 2주 등의 기간 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일에 7-8교시이며, 교육방법은 
통학형 위탁교육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3)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전문교육 프로그램, 심리치료 프로그램,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으
로 운영되는데,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정별 교육인원을 15명 내외
로 편성하고, 2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2개조로 나누어 운영
하고 있다.

6)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현황, 법무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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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주 요 내 용

학교폭력예방 교육
자신과 타인의 심리적 특성 이해하기, 폭력의 심각성 알기, 
폭력에 대한 자신의 태도 알기, 세가지 입장(가해자·피해자·
방관자) 생각하기, 바람직한 대안찾기 

절도비행예방 교육
절도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절도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알
아보기, 선택과 책임의 주체를 인식하기, 자기 통제력 향상 
및 긍정적 미래상 만들기 

교통안전 교육
오토바이 운전습관에 대한 자기탐색하기, 교통사고 및 비행
사례 알아보기, 교통사고의 폐해·장애 체험하기, 안전운전 
방법 및 에티켓 익히기 

인터넷 및 약물중독예방 교육
인터넷 사용 및 흡연·음주에 대해 탐색하기, 인터넷 중독의 
폐해 이해 및 건강하게 사용하기, 흡연의 폐해 및 금연방법 
탐색하기, 음주의 폐해 및 건전한 음주습관 생각해보기

  우선 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들이 폭력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
고, 친구, 선·후배 사이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도록 돕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절도관련 비행을 예방하고, 초기단계의 절도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는 절도비행예방 교육,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타
인의 안전을 지키고 바람직한 교통문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통안전 
교육, 인터넷 및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의 폐해 등을 교육하여 건전한 인터
넷 사용 및 자발적 금연·금주를 실천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인터넷 
및 약물중독예방 교육, 성 관련 비행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성역할 수행 및 올
바른 성의식 향상을 유도하는 성비행예방 교육, 비행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자
기 통제력 함양, 자신과 피해자, 가족의 관계를 회복을 유도하는 회복 프로그
램, 그리고 직업의 의미와 진로탐색의 중요성을 이해시켜 성숙하고 건전한 직
업가치관 함양을 유도하는 진로 프로그램 등이 있다.

<표 2>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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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행예방 교육
사춘기 신체·심리변화에 대해 이해하기, 생명의 소중함·피
해자 공감하기, 성폭력과 관련된 인지적 편견과 왜곡 수정
하기, 올바른 성의식 형성으로 행위자·피해자 되지 않기

회복 프로그램
비행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 변화시키기, 비행의 유혹
을 극복하는 자기통제력 키우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손상된 자아 회복하기, 나와 타인·가족 간의 관계 회복하기

진로 프로그램
직업의 의미와 직업탐색의 중요성 이해하기, 흥미·적성·성
격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해 이
해하고 미래사회에 대한 관심과 통찰력 배양하기 

과 정 주 요 내 용

봉사활동 장애인 및 노인 거주시설을 방문하여 식사·운동 도우미, 환경정리 등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 경험

장애체험 지체·시각장애 체험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장애인과 더
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

생활예절 언어예절, 가족 간 예절, 다도 등을 통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자세 및 안정적 생활태도를 형성

미술·원예치료
생활도예

미술·원예·도예를 매개로 자신과 타인 이해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
고, 자아성찰의 계기 마련

등산·신체훈련 산행, 암벽등반, 건물레펠 등을 통하여 인내심과 건강한 심신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기회 마련

문화예술교육 연극, 공예, 음악치료, 난타, 춤테라피 등을 통해 올바른 감정표현 및 
타인에 대한 객관적 이해 증진

법문화체험 모의법정, 법령 만들기, 사법집행 체험 등을 통해 올바른 법의식 형성
기타 성문화체험, 문화유산투어, 숲 체험 등

  다음으로 자아성장, 미술치료, 영화치료, 분노조절, 감수성 훈련, 역할극, 도
형상담 등을 통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끝으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하여 직접 몸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깨우치는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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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조사

  상담조사란 불구속 송치 범죄소년에 대하여 법원 소년부 판사가 주간에만 
3-5일 동안 소년분류심사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출석시켜 비행원인을 과
학적으로 진단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인성위주의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말
한다.

  소년법 제12조(전문가의 진단)에 의하면,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
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
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는 2003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2004년 1월 
20일 소년원법 개정을 통하여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로 법제화되었다.
  법원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에 필요한 조사와 교육을 의
뢰 할 경우 대상자를 일정기간 출석시켜 비행원인 진단 및 비행예방교육을 실
시하거나 소년보호사건 전문가의 진단 및 시험관찰을 할 수가 있다. 당해 교육
의 상담조사 대상자는 경미한 범죄로 인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소년부에 송치
되는 비수용 보호처분 대상자이다. 당해 교육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주간에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출석하여 비행원인 진단과 함께 인성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 비행청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자유가 제한되는 것과는 달
리 부담 없이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주간에만 출석하여 조사와 비행예방교육
을 받게 된다(송화숙, 2008).

  상담조사 기간은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3일, 4일, 5일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법원 소년부 판사의 요청에 따라 필수과정을 제외하고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
능하다. 또한 상담조사 기간은 해당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청
소년의 생활환경, 심리적 특성, 교육태도, 비행진단, 지도방향 및 처분의견 등
에 대한 상담조사서가 작성되어 법원에 송부되면 이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결
정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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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소년법 제49조의2(검사의 결정전조사) 제1항에 의하면, 검사는 소년 피
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
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
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중 ‘소
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의 역할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을 기점으로 검사결정 전 조사제도는 보호관찰소의 업무영역으
로 이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고유업무로 파악하기
는 어려운 실정이다(박찬걸, 2012).

3. 기타교육

1) 보호자 교육
  보호자교육은 비행청소년이 재비행을 범하지 않도록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
으로 운영하는 자녀이해 및 지도방법 등 역할개선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서, 교육대상으로는 의무참가자로서 법원 판사가 의뢰한 보호자특별교육명령 
대상자와 학교장이 의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대상자가 있으
며, 자원참가자로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대안교육, 상담조사 등을 받는 청
소년의 보호자 중 자발적으로 참가한 교육대상자가 있다.

  보호자교육명령은 주된 처분이 아니라 부가처분이기 때문에 원처분을 행하
는 보호관찰소나 소년원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에서는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보호자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통학형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보호자가 직접 대상자를 
데리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하는 날에 집중적으로 보호자 교육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상담조사 대상자의 보호자의 경우에는 상담조사 처분 
당일, 교육 1일차 오전, 교육 4일차 오후 등 총 3회에 걸쳐 4-8시간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 명하는 상담조사의 경우에는 보호자면
담기록을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대안교육 대상자의 
보호자는 대상자의 교육 수료일 오후에 집단상담의 형태로 2시간 동안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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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보호자교육에서는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
는 올바른 부모역할 개선을 지원하며, 자녀의 심리적 특성 이해 및 자녀와의 
대화법, 가족 구성원 관계 탐색 및 소통하기, 가족공감 한마당·세족식·영상편지 
등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 법교육
  비행예방을 위한 법교육은 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법 전반, 법 형성과정, 
법 제도 등의 원리와 가치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제공하는 교육으로서, 교육대
상자는 유치원생, 초·중·고교생, 일반시민 등이 된다.
  법무부는 국민의 법의식 향상을 위하여 2005년 ‘5개년 법교육 추진 종합계
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3월 28일 법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대국민 법
의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초기에
는 대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법교육을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현재
는 모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비행예방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일반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출장
강연, 모의법정 체험, 법사랑 캠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
으로 성교육, 약물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 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예절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등이 있다.

3) 청소년 심리상담
  청소년 심리상담 교육은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무료로 실
시하는 각종 심리검사와 개별 및 집단상담을 의미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청소년심리검사 등)에 따라 청소년
이나 그 보호자가 적성검사 등 진로탐색을 위한 청소년심리검사 또는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 청소년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청소년심리상담의 목적은 
가정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올바른 교우관계 형성을 조력하며, 사전심
리검사 및 진로상담 등을 병행하여 정확한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있다. 대
상자는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초기비행청소년, 복지시설청소년, 일반학생 등 
이고, 사전예약이 요구되며, 소요시간은 2-4시간 정도이며, 심리검사 실시 후 



- 19 -

2주 이내에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결과를 발송하고 있다.

4) 일일체험
  일일체험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
로 다양한 체험교육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이다. 여기에서는 2-4시간 정도의 과정으로 장애체험, 모의법정, 원예치료, 생
활도예, 암벽등반, 도미노 등 각 센터별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일일체
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되는 등 다양한 형태
로 제공되고 있다. 

5) 주말캠프 : 학교폭력예방캠프, 법캠프, 가족캠프, 사제동행캠프
  주말캠프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가족캠프는 사춘기 청소년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소통·나눔·기쁨(소나기)을 주제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간의 
캠프로 마음열기 · 따뜻한 지팡이 · 도미노 · 가정헌법 만들기 · 감동나누기 · 
세족식 등의 프로그램이 있고, 사제동행 캠프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문제학
생이나 개별적 관심이 필요한 학생 등과 생활지도교사(담임교사)가 참여하는 
캠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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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선행연구 검토

1. 비행청소년대상프로그램의 효과 및 비행청소년예방센터에 관한 연구

1) 비행청소년대상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기존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
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공격성·충동성의 감소나 친사회적성향의 향상 등의 지표를 통해 비행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한 연구들이 있다. 강선경 · 박인숙(2005)의 연구에
서는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들을 관찰한 결과 이전에 비해 공격적인 행동이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도
출하였고, 정윤정 · 윤향숙 · 신지현 · 김성곤 · 장성화(2012)의 연구에서는 소
년보호시설의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공격성과 충동성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안명선과 이수연(2008)의 연
구에서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현실요법 개념에 기초한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폭력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재경(2000)은 보
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문제해결 · 충동억제 · 분노조절 등의 사회적 기
술을 향상시키고자 개발된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문제해결능력과 자존감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김자경 · 손정락(2007)의 연구에서도 보호관찰청소
년을 대상으로 의미치료 프로그램과 자기조절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삶의 목
적과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천성문 · 이영순 · 이현림(2000)의 연구에
서도 소년원생과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적 분노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분노조절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구현지 · 문경주 · 
오경자(2007)는 경미한 비행을 보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 직후 뿐 아니라 1개월 후에 측정한 추후 
보고에서도 비행 행동의 감소가 확인되었고, 송성자 · 정문자(2002)의 연구에
서도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존감과 감정통제능력이 향
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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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인식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를 통해 비행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한 
연구들이 있다. 구현지 · 문경주 · 오경자(2007)는 경미한 비행을 보이는 학생
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프로그램 실시한 결과 교사의 평정에서 여학생의 경우
가 문제행동의 적발 빈도가 더 크게 감소하였고, 비행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학교활동이나 학교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학교 적응력와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그리고 최영신 · 김윤나 · 김용성(2009)
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수강명령대상자와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법교육 프로
그램을 실시한 이후 법에 대한 흥미도가 증가하고, 법개념 및 법지식을 새롭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고, 이태영 · 김원희 · 이동훈(2011)은 절
도 및 폭력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슈탈트 기반의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자각하고 표현함으로써 공격신념이 감소했다고 
보았다.

  셋째, 기존 연구들이 다양한 주체들의 인식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존재하여 최근에는 측정원의 다변화라는 점이 강조되어 관련 주체들의 인식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7). Garland et al. (2004)은 청소년들의 정
신건강 서비스에 대해 청소년, 부모, 상담자등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결과에 
대하여 그들 간의 일치정도를 조사한 결과 이해관계자 간에 있어서  분노 및 
공격성 감소에 대하여 낮은 일치율이 나타났고, 이현아 · 이기학(2010)은 학생
과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상담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요소와 도움요소를 
비교한 결과 양 요소 상호간에 불일치하는 경우가 나타나므로 한 입장에서만 
학교상담의 도움요소를 살피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프로그
램 효과 연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
는바, 이는 상담이나 프로그램이 참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존재들의 관여 속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관한 연구

   송화숙(2008)은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7) 권해수 · 김현정 (201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의뢰된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프로그램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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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후, 법제도, 기관정체성, 정책 대상, 프로그램, 교육효
과, 직원 역량 측면의 순으로 성과분석을 하였다. 그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
육 수료자의 교육만족도가 83.5점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조사한 일반 중.고등
학교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임을 강조하면서, 청소년비행
예방센터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서 소년사법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개입.지원 
강화, 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비행예방정책 실효성 제고, 지역사회 위
기청소년 비행예방 중심기구로서의 역량확대, 그리고 비행청소년 전문가로서의 
인력양성 기능강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실효성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교육효과분석 계획의 수립, 설문지의 작성, 전화설문의 실시, 연
구결과 성과분석 등에 외부전문기관과 단체의 공동조사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
하였다. 
  허경미(2010)는 비행청소년들이 성인기로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7가지 발달과제(Developmental Tasks)8)를 제시하고 이를 성취하는데 사회의 
적절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보면서, 사회적 발달이론 측면에서 현행 법무
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역할을 짚어보고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청
소년비행예방센터의 한계로 소년비행예방사업의 중복, 예산의 효율성 및 수요
예측의 한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접근성 및 역할의 불균형, 비행청소년업무
의 성격과 법무부 직제편제의 부조화를 들었고, 개선방향으로 가칭 「소년비행
예방국」을 설치하여 청소년비행예방 및 보호업무를 조정·통합하고, 소년과(직)
와 보호과(직)와의 통합 대신 보호과(직)와 교정본부를 통합하며, 청소년법정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청소년에게 법교육 뿐만 아니라 또래 비행의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법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질 것, 그리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증설과 명칭변경을 주장하였다.
  권해수 · 김현정(2013)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의뢰된 초기단계의 비행청소
년을 대상으로 1주 과정의 대안교육 실시 후 효과를 분석하였는바, 청소년의 
자기보고 뿐만 아니라 의뢰교사로부터도 참여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평정하였
으며, 전국적으로 연구대상자를 확보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8) 7가지 발달과제(Developmental Tasks) : 자아정체성 인식, 상징적인 관계설정, 신체적인 단련, 가치
체계에 대한 투자, 학업이수, 가정으로 부터의 분리와 독립, 훌륭한 직업의 선택과 유지.

   R. M. Lerner. Early Adolescence: Perspective On Research,Policy and Intervention,         
   Hillsdale. NJ: Erlbaum,Lawrence Erlbaum Associate Publisher. 1993.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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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여부를 파악하고 프로그램 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요소로서 치료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안교육 
참여 학생들의 자기통제능력, 공감능력이 향상되었고, 공격성과 공격신념의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추후검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
으며, 교육에 대한 중요성, 흥미, 유용성 가치가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치료적 요인 중 적극적 참여는 자기통제 증가, 공격성 감소, 과제가
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공격성 감소에, 
문제에 대한 통찰과 이해는 공격신념의 감소에,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은 공감
능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뢰교사에 의해 참
여 학생들의 복교 이후 행동변화를 평정한 결과 참여 학생들의 학교적응지표
인 출결사항, 학교교칙준수, 자기절제, 자존감, 타인 공감 및 배려, 학교유대감 
등 보호요인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초기 단계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예방 및 재범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살펴보건대 비행청소년대상프로그램의 효과 및 비행청소년예방센터에 관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는 거의 모두 참가학생의 만
족도나 의뢰교사의 평정에 의해 대안교육의 효과를 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이
에 착안하여 센터 간 비교를 통하여 업무량증가가 성과지표(사회적응률,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 및 교육주체의 차이에 따른 조직특성 등이 성과지표(사회적
응률)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적정인원 및 적정업무량에 관한 연구

  박홍배 · 채규옥(2013)은 적정수준이하의 인력으로 과도한 양의 업무를 처리
하면 업무의 질을 확보할 수가 없고 합리적인 업무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창
의를 위한 사고의 여유를 없게 하고 노동력의 재생산 자체에 영향을 주며 개
인에게 과도한 업무압박을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고생산성을 얻는데 비효과적
이라고 보았다.
  김희규 · 이일권(2007)은 「새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초등교사의 적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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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업시수에 관한 연구」에서 초등학교 새 교육과정 적용에 요구되는 수업담
당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와 교사정원의 적정화 수준을 분석하여, 교사의 수업
시수는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재 교사의 수업시수에 대
해 많은 부담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바,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교실수
업의 질 향상을 위해 수업시수의 법제화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필요하고, 또한 
교육과정 지원체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사의 인원 부족에 대한 체계적 조
사와 필요한 인력을 제공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 교사들의 수업준비를 강화
하고 조직구성원 전체가 학습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정정
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보조인력 충원이 필
요하다고 보았다.  
  조미란 · 구정민 · 이혜옥 · 조여원(2001)은 3차 의료기관에서의 영양업무 
분석에서 영양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적정시간을 산정하여 각 병원
규모에 배치되어야 하는 적정 영양사 인력을 산출한 결과, 각 병원마다 이미 
배치되어 있는 영양사에 비해서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영양사 인력이 절
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환자의 사망률 및 합병증 유발률을 저
하시키고 질병으로부터의 회복기간을 단축시킴으로 인한 질적인 관리 측면과 
입원기간을 단축시키고 약 복용의 횟수를 줄임으로 인한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입증된 임상영양치료를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적정 임상영양사
의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았다.
  양일선 · 이소정 · 차진아(1995)는 임상 영양사들의 업무 분석을 통하여 임
상 업무 중 환자 1인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활동인 입원환자와 직접적으로 관
련된 활동(환자 기초관리, 치료식 환자관리, 환지 심층관리)만을 기준으로 임상 
영양사의 적정인원을 계산하였으나, 임상 영양사들은 전문가적 연구, 회의참
석, 외래환자 영양교육, 집단 영양교육 등의 임상업무도 수행해야 할 것이므로 
각 병원에서 실제적으로 임상 영양사 적정 인원을 산출할 때 이들 업무에 소
요되는 시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진미 · 양일선 · 김현아 · 
차진아(1995)는 사업체 급식소 영양사 직무분석 결과 현재 업무수행에 소요되
는 총 시간 보다 이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리라 예측되는 총 수행
시간이 컸으며,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었는바, 사업체 급식소의 합리적인 운영
을 위하여 영양사 인력의 보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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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r(1991)는 미국 내 종업원들의 근무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주
장한 연구결과에 기반 하여 업무과부하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업무효율성
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감정적 고갈, 직무불만족, 반생산적 과업행동의 선행
요인으로 많이 연구가 된 변수라고 보며, 따라서 담당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인원이 증가하는 등 업무량이 늘어난다면 업무과부하가 발생하여 성과변
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정웅(2013)은 경제범죄 사건들을 사건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유형별 사건처
리 소요시간을 추정하고,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사건 수), 경제팀 1팀당 
적정 업무량(사건 수), 사건배당 기준 등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간외 근무를 고려한 현실적인 경제팀 인력 증원이 
추진될 필요가 있고, 둘째, 개인별·팀별 적정 업무량의 결정과 업무 평가는 유
형별 사건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적정 업무량의 
추정 과정에서 1인당 기본근무시간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는 업무손실 변수들
을 반영하지 못하였는바, 기본근무시간임에도 현실적으로 집회시위상황에의 동
원, 여경의 출산·육아 등 휴직, 연가, 교육 등 업무손실이 발생하므로, 향후 업
무손실율을 고려한 적정 업무량 모델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송미숙(2008)은 전담간호사의 업무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근무경력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그리고 이동시간이 길수록 단위시간에 처리하는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들을 연속적
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이들의 이동수단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면서, 전담인력들의 업무표준을 설정하여 서비스의 질
적 수준을 관리하고 적정 업무량과 업무범위를 예상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적정수준이하의 인력으로 과도한 양의 업무를 처리하면 창의
를 위한 사고의 여유를 없게 하고 개인에게 과도한 업무압박을 가져와서 결과
적으로 생산성이 감소한다고 보고,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적절한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보조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적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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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출할 때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보조적인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도 고
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과부하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업무효율
성을 떨어뜨려서 성과변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 업무량의 산정
이 필요하고, 적정 업무량 추정과정에서는 1인당 기본근무시간에서 제외될 필
요가 있는 업무손실 변수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 업무량과 업무범위
를 예상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대안교육이나 상담조사 담당자가 보호자교육,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등의 업무도 함께 나누어 수행하는 등 인력이 부족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현재 상황에서 교육인원이 증가하여 업무량이 늘어난다면 업
무과부하가 발생하여 성과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하여 실
제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직무자율성 및 기관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고득영 · 유태용(2012)은 직무자율성이 직무만족을 거쳐 혁신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직무자율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개인
특성 변인인 주도성과 개방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직무만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조직혁신풍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위하여 기업 및 공
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직무자율성이 높
을수록 직무만족과 혁신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직무자율성이 혁신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서 직무만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도
성과 개방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직무자율성과 직무만족 간의 정적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주도성과 개방성은 직무자율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홍재 · 변찬복 · 박성종(2013)은 서울시내 특급호텔의 종사원들을 대상으
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구조모형방정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직무자율성과 정서
적 조직몰입, 정서적 조직몰입과 지식공유행동, 그리고 직무만족과 정서적 조
직몰입 간에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 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경영학회는 「직무자율성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위에 미치는 효과 분
석」(2009)에서  매개적 조절모형(mediated moderation model)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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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자율성 (job autonomy)이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과 조
직시민행위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기업 혁신성의 조 절적 효과를 살펴보고, 직무자율성과 기업 혁신성의 상호
작용(interaction)이 조직시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몰입이 매개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는바, 한 기업의 혁신성이 직무자율성과 조직몰입, 직무자율성과 
조직시민행위 사이의 관계에 조절적 영향을 미쳤다. 즉, 직무자율성은 보다 혁
신적인 기업에서 개별 근로자들의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위를 더욱 향상시켰
고, 조직몰입이 이러한 직무자율성과 혁신성 사이의 조직시민행위에 대한 상호
작용 효과를 매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서성아(2010)는 독립성 개념을 종합하여 체계화를 시도하고, 우리나라의 대
표적인 독립규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여 독립
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한 측정된 독립성 수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조직의 독립성은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독립성 개념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 즉, 영향배제독립성, 
의사결정역량독립성, 영향독립성 중 영향독립성의 영향력이 제시된 조직성과 
모두에 대해 유의미했음을 알 수 있었다.
  양승일 · 황현덕(2012)은 한국과 독일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제 비교기준을 가지고 독립성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고, 이
를 통해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해야 할 해
법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보조금, 경영권, 기관평가, PBS, 이사회 구성, 
법적 독립성, 정부부처와의 지배구조 등에 있어서 한국의 연구기관은 독립성이 
낮은 수준인 반면, 독일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는바,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율적 운영을 통해 경영을 개선하도록 간섭과 통제
를 자제해야 하며, 개선방안으로는 Top-Down 예산제도의 성숙된 시행, 재량
권 있는 경영제도장치 마련, 기관장 임기와 연동되는 평가 실시, R&D 예산 투
자규모 확대, 전문가 Pool을 통한 분야별 위원회 운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의 단일 기구를 통한 관리 등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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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연구에서는 직무자율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혁신행동이 높게 나타
났고, 직무자율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직무만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자율성과 정서적 조직몰입 간에 유의한 정(+)
의 영향관계 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조직의 독립성도 조직성과에 유의미
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경향성을 확인하였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에는 독립성 개념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 즉, 영향배제독립성, 의사결정
역량독립성, 영향독립성 중 영향독립성의 영향력이 제시된 조직성과 모두에 대
해 유의미했음은 알 수 있었는바,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관의 독립
성을 확보해주고, 자율적 운영을 통해 경영을 개선하도록 간섭과 통제를 자제
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
하는 경우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
서 양자사이에 기관의 독립성과 업무자율성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그 성과
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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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터 명 소 속 기 관 조직구성 2012년도 예산(백만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5명 1,846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소년원 15명 934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광주소년원 8명 594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소년원 7명 651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소년원 11명 734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주소년원 10명 597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0명

4,500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0명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8명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구소년원 8명

제 3장 연구 설계

제 1절 연구 가설

1. 업무량변동과 성과에 관한 가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업무량의 변화가 각 센터의 성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박찬걸(2012)은 소년비행의 조기억제 및 사전예방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를 위한 중추적인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날로 증대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지원
이나 담당인력은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라고 한다. 

<표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현황 (2012.6. 기준)

  대부분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종사하고 있는 담당인력은 10명 내외에 
불과하고 이는 행정인력을 포함한 수치여서 대안교육이나 상담조사 담당자가 
보호자교육,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등의 업무도 함께 나누어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예산 및 인력 지원의 미비는 청소년비행예방교육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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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 재학, 취업, 진학·취업준비, 기타(외박근절, 조기귀가, 불량교우 단절, 확연한 
생활태도의 건전변화 등)

 부적응 무직, 자퇴, 가출, 기타(습관적 야간배회·음주, 불량교우관계 및 비도덕적 행동 
지속)

 재비행 유치·위탁 및 수용경력, 벌금·훈방 등의 문제행동 지속

수준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과 동시에 적절한 비행예방도 달성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적정수준이하의 인력으로 과도한 양의 업무를 처리하자면 일의 질을 확보할 
수가 없고 합리적인 업무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창의를 위한 사고의 여유를 
없게 하고 노동력의 재생산 자체에 영향을 주어 개인에게 과도한 업무압박을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고생산성을 얻는데 비효과적이며9), Schor(1991)에 의하
면 미국 내 종업원들의 근무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한 연구결과
에 기반하여 업무과부하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만 아니라 감정적 고갈, 직무불만족, 반생산적 과업행동의 선행요인으로 많이 
연구가 된 변수이다. 따라서 담당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인원이 증가하는 
등 업무량이 늘어난다면 업무과부하가 발생하여 성과변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대안교육이나 상담조사 담당자가 보호자교육,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등의 
업무도 함께 나누어 수행하는 현실에서 비행예방교육인원의 증가는 담당인력
의 업무량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성과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
행청소년예방교육센터에서는 상담조사와 대안교육 실시 후 수료생을 상대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연 2회 교육수료 후 6개월이 경과한 
보호자, 교육생을 상대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적응, 부적응, 재비행 등의 
사회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바, 이러한 만족도와 사회적응률이 비행예방교
육의 성과변수가 될 것이다.

<표 5> 사회생활 실태조사 항목  

9) 박홍배 · 채규옥. (2013). 「인사관리론」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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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가설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의 증가율이 클수록 교육수료생의 사회
적응률은 낮을 것이다.

  가설 2.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의 증가율이 클수록 교육수료생의 만족
도는 낮을 것이다.

2. 교육주체에 따른 성과에 관한 가설

  비행청소년예방교육은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청소년비행
예방센터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바, 이러한 차이
가 성과(교육이수자의 사회적응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박영규(2012)는 현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부
설로 되어있는바, 조속히 독립 기구로서 자리매김 하여야 한다고 보며, 또한 
현재 소년비행의 예방·통제기관이 법무부 외에 여성가족부, 경찰청, 교과부 등
의 중앙부처와 이에 소속된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부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나 
청소년비행 예방 및 보호업무를 조정, 통합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고 본다. 박찬걸(2012), 권해수(2013)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07년 개청 이
래로 그 역할과 기능이 급격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 2012년에는 소년분류심
사원의 가능보다도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의 하부기관 형식으로 둘 필요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보면서 청소년비행예방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부설로 되어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독립기관화하고 점차  
지소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조직의 독립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서 서성아(2010)는 독립
성 개념을 종합하여 체계화를 시도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규제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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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여 독립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한, 측정된 독립성 수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조직의 독립성은 조직
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독립
성 개념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 즉, 영향배제독립성, 의사결정역량독립성, 
영향독립성 중 영향독립성의 영향력이 제시된 조직성과 모두에 대해 유의미했
음은 알 수 있었다.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이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
원의 부설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직제 상 차이는 크지 않으나, 소년원에서 센터
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록 별도 건물이라 하더라도 소년원안에 위치해 
있으므로 장소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시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복무
관리나 직원평가 등에 있어서 소년원에 예속되므로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우며, 
직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의 실시가 힘든 점 등에서 일반 청소년비행예방센
터와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청소년비
행예방센터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이에 성과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바, 첫째 양자 간에 교육받는 학생의 구성에 있어서 차
이(소년원 대행의 경우가 비행의 정도가 더 높은 청소년들이 많아서 사회적응
률이 보다 낮을 것으로 보임)가 존재하고, 둘째 소년원이라는 환경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여 차이가 존재하고, 셋째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성에 있어서의 차이(청소년비행예방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정도, 근무기간, 이전 근무장소 등)가 존재하며, 마지막으로 기관의 업무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바, 비행정도가 낮은 청소년으로 
구성되고, 보다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적으로 청소년비
행예방교육만을 실시하고,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
터가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 수료생이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의 교육 수료생보다 사회적응률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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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 모형 및 변수 선정

1. 양적 연구

1) 연구모형

  앞서 논의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각 센터별 비행예방교육이수자 인원의 
증가율의 크기에 따른 성과(교육이수자의 만족도와 사회적응률)의 차이를 각 
센터별로 비교하고,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간의 성과(교육인원 증가율에 따른 사회적응률)를 비교함
에 있어서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변수 간 관계의 밀접한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상관관계분석은 변수간의 관계의 밀접한 정도, 즉 두 변수 간에 얼마나 밀접
한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통계기법으로서 두 변수간의 관계의 
강도를 상관관계라고 하며, 상관관계에는 어느 한 변수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변수의 값이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와 어느 한 변수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변수의 값이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 정도
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관계수가 이용되는바, 피어슨 상관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도록 
하겠다.
 
 가설1과 가설2는 업무량의 변화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투
입변수로는 업무량 변화의 지표로서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 증가율을, 성
과변수로는 교육이수학생의 사회적응률과 만족도를 설정하였다. 
 가설3은 교육주체의 차이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투입변수
로는 교육주체(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원)를, 성과변수로는 각 기관의 교육인
원 증가율 대비 사회적응률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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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설정

(1) 투입 변수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상관관계분석에 있어서 투입변수로 업무
량의 변화 즉, 전년대비 예방교육 인원의 증가율을 선정하였다. 대안교육이나 
상담조사 담당자가 보호자교육,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등의 업무도 함께 나
누어 수행하는 현실에서 비행예방교육인원의 증가는 담당인력의 업무량의 증
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성과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를 투입변수로 
설정하였다.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 있어서 투입변수로 교육주체의 변화 즉, 비
행청소년예방센터와 센터업무를 대행하는 소년원을 설정하였다. 교육주체인 기
관의 성격이나 자율성여부에 따라 성과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투입변수로 선정하여 성과변수인 교육 수료생 간에 사회적응률의 차이를 비교
하여 결과를 도출하겠다. 

(2) 성과 변수
  가설 1과 가설 2의 경우 비행청소년예방교육센터에서는 상담조사와 대안교
육 실시 후 수료생을 상대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연 2회 
교육수료 후 6개월이 경과한 보호자, 교육생을 상대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적응, 부적응, 재비행 등의 사회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바, 비행예방교
육인원의 증가는 담당인력의 업무량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성과에 영
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러한 만족도와 사회적응률을 비행예방교육의 성과변수
로 설정하였다.

  가설 3의 경우 교육주체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나 센터업무를 대행하는 소년
원의 기관특성이나 자율성여부에 따라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각 기관
에 있어서의 교육인원 증가율 대비 사회적응률을 비행예방교육의 성과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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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연구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만으로 각 센터별 비행예방교육이수자 인원의 증가율
의 크기에 따른 성과(교육이수자의 만족도와 사회적응률)의 차이 및 소년원에
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센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간의 성
과(교육인원 증가율 대비 사회적응률)의 차이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상관관계분석과는 별도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객관적 수치의 한계를 보완하고 양자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비행청소년예방센터에서 대안교육이나 상담조사를 직
접 담당하는 직원과의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비행청소년예방센터 업무종사자
들과 접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재의 비행청소년예방센터의 실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변수 간 관계의 밀접한 정도와 관련성 및 그 원인 등
을 분석해보고자 하며, 인터뷰 내용과 기존의 효과분석 문헌들을 참조하여 보
다 유기적으로 변수간의 관계를 바라보고 해석하고자 하였는바, 그 설문의 내
용은 부록에 첨부한 바와 같이 사회적응률 및 만족도 관련, 센터와 소년원간의 
사회적응률 차이 관련, 개선방안 관련 이렇게 3개의 큰 주제에 관하여 모두 9
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특히 진행방식에 있어서 처음의 질문은 
중립적인 것들을 물어봄으로써 편견의 개입을 최소화 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
답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질문하는 방식을 택하여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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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사회적응률(%) 업무증가율(%) 2012인원수 2013인원수

대구센터 91.2 97.6 43 6074 8699

광주센터 82.1 98 16 4857 5622

부산센터 90.4 95.5 58 23044 36467

창원센터 90 94.3 77 4898 8659

청주센터 83.7 95.3 41 17581 24769

안산센터 86 95.3 59 14320 22777

제 4장 분석 결과

제 1절 데이터 분석 결과
   각 센터별 비행예방교육이수자 인원의 증가율의 크기에 따른 성과(교육이수
학생의 만족도와 사회적응률)의 차이를 각 센터별로 비교하고, 소년원에서 센
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센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간의 성과(교
육이수학생의 만족도와 사회적응률)를 비교함에 있어서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변수 간 관계의 밀접한 정도를 분석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얻은 자료 중에서 전국 총 16개 비행청소년예방센터 
중 2012년 전에 본격적인 센터업무를 시작하여 성과비교가 가능한 6개 센터
(부산·창원·대구·광주·청주·안산 센터)와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4개 소년원(전주·
대전·춘천·제주 소년원)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렇게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전국의 1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중 2012년에 개
원하였으나 본격적인 업무는 2013년부터 시작한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 센터
와 2013년 개원한 순천·전주·춘천 센터, 그리고 2014년 개원한 부산동부·울산·
수원 센터는 제외 되었다.

<표 6>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소년원 대행의 비행예방교육 통계자료10)

10) 법무부 정보공개요청자료 (접수번호: 315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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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소년원 94.2 92.8 -38 962 596

대전 소년원 91 93.3 4 2016 2093

춘천 소년원 90.8 94.1 -40 1815 1097

제주 소년원 95.1 90.7 9 521 570

서울심사분류원 94.7 94.5 -36 1223 781

　 만족도 사회적응률 업무증가율

만족도 1

사회적응률 -0.24 1

업무증가율 0.68 -0.85 1

　 만족도 사회적응률 업무증가율

만족도 1

사회적응률 -0.45 1

업무증가율 0.04 -0.70 1

<표 7>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관계수분석

<표 8> 소년원의 센터업무대행 상관계수분석

1. 비행예방교육인원 증가율에 따른 교육이수학생 사회적응률의 차이

  비행청소년예방교육센터에서는 상담조사와 대안교육 실시 후 6개월이 경과
한 뒤에 보호자, 교육생을 상대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적응, 부적응, 재
비행 등의 사회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바,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 증가
율의 변화에 따른 교육수료학생의 사회적응률을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해본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 r (Pearson's r)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의 경우 -0.85, 소년원에서 대행하는 경우 -0.7로 강한(strong)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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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센터의 교육인원 증가율에 따른 교육이수학생의 사회적응률

<그림 2> 소년원대행의 교육인원 증가율에 따른 교육이수학생의 사회적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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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는 가설 1.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의 증가율이 클수록 교육
수료학생의 사회적응률은 낮을 것이다)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서, 직관적으
로도 담당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인원의 증가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는 
업무과부하를 발생시켜 성과변수(교육수료학생의 사회적응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비행예방교육인원 증가율에 따른 교육이수학생 만족도의 차이

  비행청소년예방교육센터에서는 상담조사와 대안교육 실시 후 수료생을 상대
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 증
가율의 변화에 따른 교육이수학생의 만족도를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해본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 r (Pearson's r)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의 경우 0.68, 소년원에서 대행하는 경우 0.04로 나왔다.  양자 모두 예상과 
달리 양의 상관관계가 나왔으며, 센터의 경우에는 예측과는 반대방향으로 중간
(moderate) 내지 강한(strong)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를 그래프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비행예방교육인원 증가율에 따른 교육이수학생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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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는 가설 2.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의 증가율이 클수록 교육
이수학생의 만족도는 낮을 것이다)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결과로서, 직관적으
로 담당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인원의 증가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는 업
무과부하를 발생시켜 성과변수(교육이수학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만족도
가 낮아질 적이라는 예측에 어긋난다.  따라서 비행예방교육인원의 증가율 이
외에 교육이수학생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교육주체에 따른 성과의 차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
행하는 경우와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이러한 교육주체의 차이가 성과변수(교육이수학생의 사회적응률)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앞에서 살펴 본 각 센터와 소년원대행 간의 비행예방교육인
원 증가율에 따른 교육수료학생 사회적응률의 차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살펴
보면 다음의 그래프와 같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가 소년원대행의 경우
보다 전반적으로 교육이수학생증가율 대비 사회적응률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4> 교육주체의 차이에 따른 인원증가율 대비 사회적응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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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는 가설 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소년
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의 교육이수학생 보다 사회적응률이 높을 것
이다)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양자 간에 교육받는 학생의 구성에 있어
서 차이(소년원 대행의 경우가 비행의 정도가 더 높은 청소년들이 많아서 사회
적응률이 보다 낮을 것으로 보임)가 존재하고, 둘째 소년원이라는 환경적 제약
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셋째 교육을 담당하는 직
원의 전문성에 있어서의 차이(청소년비행예방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정도, 
근무기간, 이전 근무장소 등)가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기관의 자율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바, 비행정도가 낮은 청소년으로 구성되고, 보다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적으로 청소년비행예방교육만을 
실시하고,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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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비행청소년예방센터 및 소년원 직원과의 인터뷰 결과

1. 인터뷰 대상 및 설문내용

  센터직원 7명(창원센터 대안교육담당, 청주센터 대안교육담당, 서울남부센터 
대안교육담당, 대구센터 대안교육담당, 서울북부센터 대안교육담당, 인천센터 
대안교육담당, 부산센터 대안교육담당)과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담당하는 직
원 4명(대전소년원 대안교육담당, 제주소년원 대안교육담당, 대전소년원 상담
조사담당, 제주소년원 상담조사담당)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서의 설문내용은 부록에 첨부한 바와 같이 사회적응률 및 만족도 
관련, 센터와 소년원간의 사회적응률 차이 관련, 개선방안 관련 이렇게 3개의 
큰 주제에 관하여 모두 9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2. 사회적응률 및 만족도 관련 인터뷰

1) 사회적응률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터뷰 결과 사회적응률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엄격한 관리
가 중요하다고 보거나 소년원에서의 수용시설 체험교육 등 자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학교생활에 더욱 충실하게 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으나, 가르치는 사
람의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와 학생과의 소통(communication)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아무래도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밖에서 안 좋은 시선을 받았
던 친구들이 대부분이예요  ... 마음의 상처가 큰 아이들이 많지요  ...  강압
적인 태도보다는 우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마음을 열
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인터뷰 내용 중)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주입식의 예방교육보다는 체험교육이
나 모의재판 등이 호응도가 높아서 아이들의 만족도나 적응률에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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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참여도가 더 좋지요.  특히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집단상담)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어 효과가 좋고, 자신
의 내면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역할극 등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
는 것이 만족도나 적응률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인터뷰 내용 중)

  일부 직원들은 아이들 스스로의 개선의지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는데,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끝까지 남고 또한 참여도가 좋다고 말했고, 일부의 경우
는 만족도는 교육기간 중의 애정정도나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보지만, 사회적응
률의 경우는 오히려 부모님과의 관계 등 가정환경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아 보
호자 교육과의 병행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하였다. 

  정리해보면, 사회적응률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르치는 사람
의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와 학생과의 소통(communication)이 가장 중요하므
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고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방적인 주입식의 예방교육보다는 체험교육이나 모의재판 등의 직접 참
여하는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참여도가 높으므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늘려서 아
이들의 호응도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개선의지가 중요하므로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할 실수를 하지 않도록 피
해상대방과의 역할을 바꾸어 보아 그들의 고통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2) 교육인원의 증가에 따른 성과의 차이
  교육을 받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만족도나 사회적응률에 영향을 미
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11명 중 
8명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3명은 특별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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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개별적인 신상파악
이 힘들어 지고, 개인에게 신경을 덜 써주게 되어 선생님과의 의사소통
(communication)이 감소하므로 자연스럽게 만족도나 사회적응률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였다.

    “아이들의 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하나하나에게 신경을 쓸 수 있는 기회
가 줄어드니까요  ... 교육하는 중간 중간 아이들 각자에게 개별적인 상담을 
해주기가 어렵고, 아이들의 신상파악도 힘들어지지요  ... 아이들이 한눈에 들
어오지 않아서 수업을 진행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학생들의 집중도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인터뷰 내용 중)

  참여 학생의 수가 많아지면 아이들 끼리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특히 시끄
럽고 안 좋은 아이들끼리 어울려 전체적인 수업분위기를 흐리게 되고, 선생님
의 경우에도 통제가 힘들어져 수업진행에 애로가 많아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집중도도 하락하게 된다고 보는 견해도 많았다.  또한 인원증가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에의 직접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인원이 적을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신경이 덜 쓰여 수업이 편하죠  ... 인
원이 많아지면 역할극 등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적어지고 참여가 적어
져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 이런 것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을까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인터뷰 내용 중)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교육을 받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만
족도나 사회적응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개별적인 
신상파악이 힘들어 지고, 개인에게 신경을 덜 써주게 되어 선생님과의 의사소
통(communication)이 감소되며, 시끄럽고 안 좋은 아이들끼리 어울려 전체적
인 수업분위기를 흐리게 되고, 통제가 힘들어져 수업진행에 애로가 많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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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아이들의 집중도도 하락하게 되며, 인원증가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3) 교육인원 증가와 만족도의 관계
  교육받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사회적응률과는 달리 만족도는 낮
아지지 않으며 센터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바, 그 원인
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만족도는 주관적인 것으로서 개인적인 성
향의 문제이므로 인원수의 증가보다는 센터별 강사의 역량이나 기타요건(시설, 
식사, 간식, 편하게 교육받는 정도 등)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답변도 있었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경우 선택항목의 차이가 모호하여 아이들이 
그냥 좋은 항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 끝나는 날 만족도를 평가하므로 아이들이 기분이 좋아서 그냥 좋
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교육인원이 많아지면 친구들이 많아져서 관계형성이 더 좋아지므로 거기
에서 오는 만족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인터뷰 내용 중)

  특히, 마지막 답변의 경우에는 교육인원수가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데, 이는 비행예방센터의 경우 예측과는 반대방향(정의 상관관
계)으로 중간(moderate) 내지 강한(strong) 관계인 것으로 나타난 실증 데이
터의 결과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보면, 교육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사회적응률과는 달리 만족도는 
낮아지지 않으며 센터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바, 그 원
인으로는 만족도는 주관적인 것으로서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로서 인원수의 증
가보다는 센터별 강사의 역량이나 기타요건(시설, 식사, 간식, 편하게 교육받는 
정도 등)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만족도의 선택항목의 모호성, 그리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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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인원수 증가에 따른 관계형성의 증가로 인한 만족도의 상승 등을 들 수 있
다.

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소년원대행 간의 사회적응률 차이 관련 인터뷰

  앞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소년원대행 간의 사회적응률 차이와 관련하여 
첫째 양자 간에 교육받는 학생의 구성에 있어서 차이(소년원 대행의 경우가 비
행의 정도가 더 높은 청소년들이 많아서 사회적응률이 보다 낮을 것으로 보임)
가 존재하고, 둘째 소년원이라는 환경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는 프
로그램이 존재하며, 셋째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성에 있어서의 차이(청
소년비행예방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정도, 근무기간, 이전 근무장소 등)가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기관의 업무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청소년비
행예방센터가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직원의 인터뷰를 
토대로 자세히 검토해 보겠다.

1) 학생구성의 차이
  청소년비행예방교육의 교육대상은 법원에서 대안교육명령 처분을 받은 청소
년,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선도유예자), 그리고 학
교에서 학교폭력,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되는
바, 일반적으로 소년원 대행의 경우에는 비행정도가 심한 법원이나 검찰에서 
의뢰한 청소년들이 많아서 사회적응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2014년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도에 대안교육을 받은 청소년
의 의뢰기관에 관한 분류가 나와 있는데,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이 된 청소년비
행예방센터의 전체 의뢰 청소년 대비 법원 및 검찰에서 의뢰된 청소년의 비율
은 39%로 소년원 대행에서의 전체 의뢰 청소년 대비 법원 및 검찰에서 의뢰
된 청소년의 비율인 18% 보다 높았다11). 이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로서, 비행정도가 다른 학생의 구성비율의 차이가 교육주체에 따른 비행청
소년의 사회적응률의 격차를 설명해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님을 보여준다.  

11) 2014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 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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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나 검찰에서 의뢰한 학생들의 경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가 되어 실형을 받게 되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만, 학교에서 의뢰한 학생들의 경우 여기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더라
도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고 또한 수업일수가 부족한 학생들이
거나 폭력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수업분위기가 더 산만하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인터뷰 내용 중)

  다수의 직원들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의뢰한 청소년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에서 의뢰한 청소년들은 참여도나 수업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보
는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전체 의뢰 청소년 대비 법원 및 검찰에서 의뢰된 
청소년의 비율은 39%로 소년원 대행에서의 전체 의뢰 청소년 대비 법원 및 
검찰에서 의뢰된 청소년의 비율인 18% 보다 높은 상황에서 참여도와 수업분
위기가 좋은 법원 및 검찰의뢰 청소년들이 많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사회적
응률이 오히려 더 높게 나온다는 설명도 가능해 보인다.

2) 교육 프로그램의 차이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 비록 별도의 건물이기는 하지만 소년
원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소년원이라는 장소적, 환경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시하
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이러한 요인이 사회적응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업무로는 대안교육, 상담조사, 법교육, 청소년심
리상담, 보호자교육, 주말캠프 등이 있고, 그 중 대안교육의 내용으로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학교폭력 예방교육, 절도비행 예방교육, 교통안전교육, 인터넷 
및 약물중독 예방교육, 성비행 예방교육, 회복 프로그램, 진로 프로그램)과 심
리치료 프로그램(자아성장, 미술치료, 영화치료, 분노조절, 감수성 훈련, 역할
극, 도형상담)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직접 몸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깨우치는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체험교육 프로그램(봉사활동, 장애
체험, 생활예절, 미술·원예치료, 생활도예, 등산·신체훈련, 문화예술교육, 모의
법정)이 있다.  그런데, 조사결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는 달리 소년원내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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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법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체험교육 프로그램 중 모의법정체험을 할 수 
없고, 봉사활동이나 몇몇 캠프 등을 할 수 없는 것 이외에는 비행예방교육, 체
험교육,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에 있어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소년원에서 대
행하는 경우 사이에 프로그램상의 큰 차이는 없었다.  이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소년원 대행사이의 교육 프로그램의 차이가 크지 
않아 이것이 교육주체에 따른 비행청소년의 사회적응률의 격차를 설명해 준다
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3) 교육담당 직원의 전문성의 차이

(1) 근무기간 및 이전 근무장소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을 담당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예전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 경우 보다 전문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체로 소년원에서 센터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담당직원의 현재 업무에 대
한 근무기간(2년, 7개월, 5개월, 1개월)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담당직원의 근
무기간(4년, 3년, 3년, 3년, 1년, 10개월, 4개월)보다 짧았다. 일부직원만을 대
상으로 인터뷰한 것이므로 이것만 가지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들의 근무
기간이 소년원 대행의 경우보다 길어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
하기는 어려우나,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소년원의 업무와 
센터업무를 모두 수행하여야 하므로 업무과중이 심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년원 센터업무 담당직원의 인터뷰 내용은 주의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저희는 센터업무만 하는게 아니고, 당직도 서고 호송이나 행정처리업무 
등 소년원 업무도 같이 하고 있죠 ... 업무적 부담이 크다보니 몸도 피곤하고 
... 그래서 조금 빨리 다른 업무로 이전을 신청하기도 하는 것 같네요.”
(소년원 센터업무 담당직원 인터뷰 내용 중)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의 경우, 소년원에서 센터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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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원에서 행정업무 등 다른 업무를 하였거나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등 이
전에 유사한 업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가 전혀 없었고, 청소년비행예방센
터의 경우에도 1명이 심사원에서 위탁생 담임교육을 담당하였고, 1명은 보호
관찰소에서 상담교육이나 준법교육 등의 교육을 담당한 적이 있었으나 그 외
에는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행정업무 등 다른 유형의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년원에서 센터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청소
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에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의 부설로 되어있어 순
환보직에 의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업무와 소년원 등의 다른 업무를 돌아
가며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렇듯 청소년비행예방교육 업무만을 
계속 수행하지 못하고 소년원의 일반 행정업무와 번갈아 수행하는 것은 담당
직원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보면, 소년원에서 센터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청소년비행예
방센터의 경우에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의 부설로 되어있어 순환보직에 
의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업무와 소년원 등의 다른 업무를 돌아가며 수행
하기 때문에 담당업무의 연계성에 의한 전문성의 확보에는 양자 간에 큰 차이
가 없어 보이며, 다만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소년원의 업
무와 센터업무를 모두 수행하여야 하므로 업무과중이 심하여 다른 곳으로 이
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비하여 근무기간이 짧아지
게 되는바 이 경우 양자 사이에 전문성에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2) 청소년비행예방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정도
  청소년비행예방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경우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증
가하고 또한 보다 효율적인 교육방법 등을 습득하게 되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전문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
  소년원의 경우 법무부 소속이므로 소관업무와 상관없이 법무부에서 주관하
는 법무연수원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그 중 직무와 관련된 교육 즉 청소년비
행예방교육도 받고 있었는바, 소년원에서 센터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인터뷰 
대상 직원 4명 중 2명이 비행예방교육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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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 역시 법무부 소속이므로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무연수원 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그 외에도 안산센터에서 주관하는 청소년비
행예방교육 관련 전문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안산센터 교육지
원팀의 담당자와 상담해본 결과, 안산센터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중추적 기
능을 담당하는 센터중의 센터로서 일반적인 센터업무 외에도 새로운 교육프로
그램의 개발 및 센터직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바, 센터직원에 대한 교
육으로 보다 효율적인 강의방법에 대한 교육과 새로운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에 대한 교육, 공직자 청렴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센터직원에 대한 교육
은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나 기관별로 1-2명씩 참가하도록 되어있어 센터의 비
행예방교육 담당직원은 매년 한 두번 정도 참가하여 교육방법등에 대한 교육
을 받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신청하여 받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인터뷰 대상 직원은 7명 전원이 
비행예방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법무연수원교육 내지는 안산센터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직원의 경우 안산센터에서 예방교육사자격증 
교육을 이수한 후 예방교육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등 전문적인 교육이 이
루어지고 있었다.

  정리해보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나 소년원의 센터기능 대행의 경우 모두 법
무부의 법무연수원에서 직무 관련 교육을 받고 있으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
원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안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전문적인 
비행예방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바, 청소년비행예방교육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
고 또한 보다 효율적인 교육방법 등을 습득하게 되어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 보다 전문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4) 업무특성의 차이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만을 목표로 전 직원이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
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소년원의 일부 부서로서 소수의 직원이 비행예방교
육에 참여하는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소년원 간에는 업무특성의 차이가 존재하
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성과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관하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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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겠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 모든 직원이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만을 
목표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
는 경우에는  일부 소수의 직원만이 비행예방교육 업무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은 소년원 직원이므로 청소년비행예방교육 업무와 
더불어 소년원의 업무(당직, 호송, 행정처리업무 등)도 수행하게 되어 업무가 
과중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업무과중은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
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성과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4일에 한번정도 당직을 서는데, 당직 다음날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게 되
면 정말 힘들어요 ... 몸이 피곤하다보니까 머리가 멍해져서 아이들을 교육하
다가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교육과 수용을 동시에 담당하다 보니 ... 업무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게 
사실이죠.”
(소년원의 센터업무 담당직원 인터뷰 내용 중)

  정리해보면, 소년원에서 센터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의 경우 대부분이 소년원
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업무과중과 그로인한 피곤함을 호소
하고 있었고, 이러한 업무과중은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쳐서 그 성과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요인
  그밖에 교육기관이 아닌 수용시설 안에서 교육을 받다보니 아이들에게 거부
감이 생기고 또한 주눅들게 되어서 성과가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
으나, 이와 반대로 소년원에서의 수용시설 체험교육 등 자극적인 경험을 통해
서 학교생활에 더욱 충실하게 되고 엄격한 교육 후에 느끼는 뿌듯함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도 있었는바, 당해 요인이 비행예방교육의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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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행예방교육의 개선방안 관련 인터뷰

1) 인력부족, 업무과중 관련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 교육수요에 비하여 공간과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가 가중되고 즉시성 있
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센
터수를 늘리고 직원을 보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즉시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행초기단계의 청소년의 경우 초기단계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이를 고치
는 것이 가능한데 ... 현재는 교육수요에 비해서 센터수와 인력이 많이 부족하
여 대기시간도 길고 ... 적시성 있는 교육을 위해 센터수를 늘리고 직원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인터뷰 내용 중)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 청소년비행예방교육 업무와 더불어 
소년원의 업무(당직, 호송, 행정처리업무 등)도 수행하게 되어 업무가 과중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업무과중은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의 질에
도 영향을 미쳐서 그 성과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비
행예방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년원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 교육 프로그램 관련
  청소년비행예방교육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주입식의 예방
교육보다는 각종 체험교육이나 모의재판 등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이들
의 호응도가 높으므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늘려서 아이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
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기존의 프로그램에 더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주제를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여 보다 현실적인 교육
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기간이 조금 길어서 교육이 지루해지
고 아이들에게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교육기간을 조금 줄여서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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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위주로 보다 강하게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도 있었다.

  정리해보면, 일방적인 주입식의 예방교육보다는 각종 체험교육이나 모의재판 
등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되, 최근 문제가 되고 아이
들에게 관심이 많은 주제를 선별하여 보다 현실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고, 또한 
교육기간을 조금 줄여서 효율적인 체험학습 위주로 보다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 센터의 독립성 관련
  현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의 예하로 되어있는
바, 다수의 응답자들이 개선해야할 점으로 센터의 독립성을 들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신속한 업무처리가 힘들고, 비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인사상 불이익의 
존재 등이 있었다.

    “센터가 소년원의 예하에 있다보니까 ...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힘들고 ... 비효율적이죠.”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요 ... 아무래도 상부에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 센
터가 근무성적을 낮게 받는 경향이 있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인터뷰 내용 중)

  그 외에도 비행예방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센터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의 예하에 있게 되면 순환근무
에 의해서 행정업무와 교육업무를 번갈아 하게 되나, 독립된 기관이 되면 청소
년비행예방센터 내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므로 업무의 연속성을 통한 전문
성의 확보가 용이해 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이전 
근무지가 청소년비행예방교육과 관계가 있었던 직원이 거의 없었는데 보다 전
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센터의 독립기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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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각 센터별 비행
예방교육이수자 인원의 증가율의 크기에 따른 성과(교육이수학생의 만족도와 
사회적응률)의 차이를 각 센터별로 비교하고,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센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간의 성과(교육이수학생의 사회
적응률)를 비교해 보았다.  또한 비행청소년예방센터에서 대안교육이나 상담조
사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비행청소년예방센터 업무종
사자들과 접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재의 비행청소년예방센터의 실
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변수 간 관계의 밀접한 정도와 관련성 및 그 원
인 등을 분석하였고, 향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청소년비행예방교육에 있어서
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 증가율의 변화에 따른 교육수료학생의 사
회적응률을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해본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 r 
(Pearson's r)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 -0.85, 소년원에서 대행하는 경
우 -0.7로 강한(strong)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교육받는 인
원이 증가하면 개별적인 신상파악이 힘들어 지고, 개인에게 신경을 덜 써주게 
되어 선생님과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감소되며, 시끄럽고 안 좋은 아
이들끼리 어울려 전체적인 수업분위기를 흐리게 되고, 통제가 힘들어져 수업진
행에 애로가 많아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집중도도 하락하게 되며, 인원증가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 증가율의 변화에 따른 교육이수학생의 만
족도를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해본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 r 
(Pearson's r)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 0.68, 소년원에서 대행하는 경우 
0.04로 나왔다.  양자 모두 예상과 달리 양의 상관관계가 나왔으며, 센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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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예측과는 반대방향으로 중간(moderate) 내지 강한(strong) 관계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만족도는 주관적인 것으로서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로서 인원수의 증가보다는 센터별 강사의 역량이나 기타요건(시설, 식사, 
간식, 편하게 교육받는 정도 등)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만족도의 선택항
목의 모호성, 그리고 교육인원수 증가에 따른 관계형성의 증가로 인한 만족도
의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교육주체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의 경우가 소년원대행의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교육이수 학생증가율 대비 사회
적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의 차이, 교육담당직원
의 전문성 차이, 업무특성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비행예방교육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인력부족, 업무과중과 관련하여 교육수
요에 비하여 공간과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가 가중되고 즉시성 있는 교육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센터수를 늘리고 직원을 보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즉시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 
청소년비행예방교육 업무와 더불어 소년원의 업무(당직, 호송, 행정처리업무 
등)도 수행하여 업무가 과중되고 이는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성과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비행예방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년원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주입식
의 예방교육보다는 각종 체험교육이나 모의재판 등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호응도가 높으므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늘려서 아이들의 참여를 높여
야 하고, 기존의 프로그램에 더하여 현재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주제를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여 보다 현실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육기간을 
조금 줄여서 효율적인 체험학습 위주로 보다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
하다. 셋째, 센터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제고 
및 비행예방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의 독립기관화가 필요하다.
 



- 56 -

제 2절 이론적 · 정책적 함의

  첫째, 업무량(교육인원)의 증가에 따른 성과(사회적응률)의 차이가 나타났는
바, 이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초과인력인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심리적 소진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대한 대안으
로 담당직원의 확충과 외부 전문인력의 투입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주체의 차이(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소년원)에 
따른 성과(사회적응률)의 차이도 나타났는바, 그 원인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의 
차이, 교육담당직원의 전문성 차이, 업무특성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비행예방교육 등을 통해 소년원의 담당직원의 전
문성을 증가시키고 소년원 업무에서 제외시켜 업무부담을 덜어주어야 하고, 장
기적으로는 센터는 확충하여 비행예방교육은 보다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둘째, 비행청소년예방센터 평가 또는 비행청소년예방센터 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는 거의 대부분 참가학생의 만
족도나 의뢰교사의 평정에 의해 대안교육의 효과를 분석 하였는바, 본 연구는 
센터 간 비교를 통하여 업무량증가가 성과지표(사회적응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교육주체의 차이에 따른 조직특성 등이 성과지표(사회적응률)에 미치
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오늘날 공공부문에 대한 평가는 
공공부문의 특성상 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기가 어려워 정확한 평가가 어렵고, 
많은 경우 내부적으로만 평가를 진행하고 끝내는 등 ‘평가를 위한 평가’인 경
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응률과 만족도라는 성과지표를 활용하
여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사이의 성과비교를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청소년의 비행은 개인,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 등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이들에게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기관협력체제가 필요하다(권해수, 
2012). 이를 위해 향후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속적으로 사법기관,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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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복지기관 등의 공공 .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내외의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비행예방센
터를 법률상의 독립기구로 승격시키고 소년법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역할, 
조직,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
므로 앞으로 지역사회 내 기관 증설과 인력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청
소년비행예방센터가 위기청소년 및 학교의 장이 의뢰하는 대안교육, 검찰·법원 
단계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재비행 방지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예방교육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박영규, 2012).

제 3절 연구의 한계

  첫째,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만으로 각 센터별 비행
예방교육이수자 인원의 증가율의 크기에 따른 성과(교육이수자의 만족도와 사
회적응률)의 차이 및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간의 성과(교육이수자의 사회적응률)의 차이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객관적 
수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는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비행청소년예방센터 
업무종사자들과 접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재의 비행청소년예방센터
의 실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터뷰 내용과 기존
의 효과분석 문헌들을 참조하여 보다 유기적으로 연구결과를 바라보고 해석하
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총 16개 비행청소년예방센터 중 2012년 전에 
본격적인 센터업무를 시작하여 성과비교가 가능한 6개 센터(부산·창원·대구·광
주·청주·안산 센터)와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4개 소년원(전주·대전·춘천·제주 소
년원)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렇게 11개 기관으로서 그 수가 적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연구대상을 설정한 까닭은 본 연구의 목적이 각 센터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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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비행예방교육 인원의 증가율의 크기에 따른 성과(교육
이수자의 만족도와 사회적응률)의 차이를 각 센터별로 비교함으로서 업무량 과
다의 효과를 살펴는 것과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센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간의 성과(교육이수자의 만족도와 사회적응률)를 비
교함으로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므로 이
를 위해서는 2개년도의 만족도 및 사회적응률 자료가 존재하여야 하고, 더욱
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 만족도 및 사회적응률 조사는 전년도 조사결
과를 차년도에 분석하고 있어서 2015년도 현재의 최근자료로는 2013년 수료
자에 대하여 실시한 교육 만족도 및 사회적응률 조사결과를 2014년도에 분석
한 자료이므로 2개년도의 자료를 가질 수 있는 기관은 2012년도 이전에 본격
적인 센터업무를 시작한 센터만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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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센터직원 전화 인터뷰 질문서

1. 적응률.만족도 관련

1) 센터에서는 교육이수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6개월 
후에 전화로 사회적응률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응률과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2) 교육인원이 많아지는 경우, 즉 교육이수학생수의 증가율도 사회적응률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사회적응률과 달리 만족도의 경우에는 교육이수학생수의 증가율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센터와 소년원간 사회적응률 차이 관련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 사이에 교육이수 학
생의 사회적응률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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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근무처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얼마인가요?

3) 이전에 근무하신 곳은 어딘가요?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곳에서 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4) 비행청소년 교육관련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5)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문

3. 센터 개선방안 관련

센터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bstract

Effects of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education
- Focusing on th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Hun Oak, Cheong.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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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issues on juvenile delinquency and recidivism have 
been taken seriously. Preventive measures for offenders with criminal 
tendencies can be very limited when the action is too late. 
Therefore, fundamental policy and proactive prevention measures for 
early stage delinquent is critical.

  Under this background, with the emerging need for the juvenile 
justic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was established in 
2007. The old ways of tracking post prevention policy were replaced 
with proactive prevention policies.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showed much higher satisfaction among students who 
participated into the programs. It also affected positively on the 
students’ class attitude, attendance rate, and compliance with school 
rules. However, there were some major issues. First, there was lack 
of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s’ within the country. 
Second, each center did not have enough personnel compared to its 
actual demand. Last but not the least, the Center was structured as 
a subsystem of the juvenile's reformatory, which caused confusion 
among the students in terms of their identity.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excessive workloads of our 
current facility situation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in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increase of personnel for 
each center. In addition, in this paper, I’d like to prove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each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ase of performing its own center operations 
and in the case of a subsystem of the juvenile's reformatory. To 
achieve the goals, this paper analyzes interrelation on the key 
variables through a telephone interviews with center staff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Here are the key summary findings.

  First, a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adaptation rate of students and increasing 
educators within the centers.

  Secondly, the study showed that independent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s had much better results than the ones affiliated 
with Juvenile reformatory. The students showed increased % of 
course completion and higher social adjustment rate. The causes 
may be the difference of the educational program, the difference 
between quality/expertise of the staff, and differences in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the improvement plan of delinquent prevention 
program, first of all, growing the number of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and its employees are the key to success. For 
those staff who are responsible for delinquent prevention training, it 
is critical to let them focus on the program. We should exclude them 
from the “juvenile reformatory” duty.



Next, with regard to the independence of the Center, an 
Independency of th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is 
necessary in order to ensure the program expertise, quality and 
efficiency.

Keywords :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Preventive 
Education, Correlation Analysis, Heavy Work,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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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들어 청소년 비행 및 재범을 둘러싼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바, 이미 
범죄성향이 고착화된 대상자들을 위한 재범예방 대책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소년사법의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비행이 고착화되기 이전에 초기비행성향을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예방차원에서의 비행예방대책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소년사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7년 ‘청소년비행예방
센터’가 설치되었고, 기존의 사후 집행적 재범방지 정책 중심이던 소년사법정
책이 사전 예방적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청소년비행예
방센터는 그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수업태도, 출
결사항, 학교규칙준수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문제점으로 센터의 수 및 각 센터별 배치인원이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센터
가 소년원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 등
이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각 센터별 배치인
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비행예방교육 인원의 증가율의 크기에 따른 성과의 차
이를 각 센터별로 비교함으로서 업무량 과다의 효과를 살펴보고, 또한 소년원
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센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간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실증자료를 통한 상관관계분석 및 센터직원들과의 전화인터뷰
를 통하여 변수 간 관계의 밀접한 정도와 관련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 등을 유
기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 증가율의 변화에 따른 교육수료
학생의 사회적응률을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해본 결과 예측한대
로 강한 음의관계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 증가율의 변



화에 따른 교육이수학생의 만족도를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해본 
결과 예측과는 달리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교육주체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의 경우가 소년원대행의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교육이수 학생증가율 대비 사회
적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의 차이, 교육담당직원
의 전문성 차이, 업무특성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비행예방교육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첫째, 센터수를 늘리고 직원을 보충하
여 보다 효율적이고 즉시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소년원에서 센터기
능을 대행하는 경우 비행예방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
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년원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센터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제고 
및 비행예방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의 독립기관화가 필요하다.

Keywords: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행예방교육,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업무과중, 독립성.

학번: 2001-2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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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상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에 위치한 과도기로
서 한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일어
나는 시기이며, 또한 삶의 전 생애 중 가장 많은 위험과 기회, 그리고 좌절과 
성취를 체험하게 되는 단계이다(Erikson, 1968). 따라서 청소년기에 청소년 스
스로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건
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2006년부터 2008년까
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범의 범위에서 19세가 제
외된 후 소폭 감소하였고, 2011년 4.4%에서 2012년 5.1%까지 증가하였다가 
2013년에는 4.3%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재산범죄를 포함한 생계형 범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4범 이상 소년범의 비율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1).

  이렇듯 청소년 비행 및 재범을 둘러싼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바, 지난 
70년대에는 재범소년이 전체 소년범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90년대에
는 20%를 넘겼고, 최근에는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소년재범 현상은 증가 
추세에 있다(원혜욱, 2009; 박영규, 2012). 이는 청소년 범죄가 상습화되어가
고 있다는 것으로서, 한번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비행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됨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이 
비록 청소년에게 국한된 특징은 아니지만, 청소년기가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중요해진다. 비행청소년으로 낙인 된 청소
년들은 처음에는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계속적인 사회적 반응으로 스스
로 비행자라는 자아개념을 갖게 되어 이차적인 비행을 쉽게 저지르게 된다
(Lement, 1967). 따라서 청소년기의 범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도하지 못

1) 2014청소년백서. p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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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게 된다.
  또한 이미 범죄 성향이 고착화된 대상자들을 위한 재범예방 대책은 매우 제
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소년사법의 보다 근본적이
고 효과적인 대책은 비행이 고착화되기 이전에 초기 비행 성향을 보이는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예방차원에서의 비행예방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최인섭 · 이순래, 2009).

  이러한 배경 하에 소년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소년법 등 소년사법
이 2007년 12월 21일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소년사법의 주무국도 ‘범죄예방
정책국’으로 변경되었으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를 근거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설치되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기존 사후 집행적 
재범방지 정책 중심이었던 소년사법정책이 사전 예방적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조직시스템이 정비되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송화숙, 2008).
  이러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학교폭력 가해자 등 위기청소년 및 기소유예
자 등 비행초기단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원인진단 및 비행예방교육을 실
시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소년법 제67조의2(비행예방정책)2) 등에 
근거하여 현재 전국 1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업무로는 대안교육, 상담조사(비행원인진단), 법교
육, 청소년심리상담, 보호자교육, 주말캠프 등이 있는바,  대안교육은 학교폭력 
등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기소유예 및 보호처분 대상자 등의 비행예방 및 재
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법무부 자체에서 개발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활
동을 중심으로 하는 인성교육이고, 상담조사란 불구속 송치 범죄소년에 대하여 
법원 소년부 판사가 주간에만 3-5일 동안 소년분류심사원 및 청소년비행예방
센터에 출석시켜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인성위주
의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보호자교육은 비행청소년이 재비행을 범

2) 제67조의2(비행 예방정책)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행소년"이라 한다)가 건전
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2. 비행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
   [본조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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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도록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녀이해 및 지도방법 등 
역할개선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비행예방을 위한 법교육은 학생이나 시민 등
을 대상으로 법 전반, 법 형성과정, 법제도 등의 원리와 가치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제공하는 교육, 그리고 청소년 심리상담 교육은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
전육성을 목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각종 심리검사와 개별 및 집단상담을 의
미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고, 의뢰학교 
교사들 또한 의뢰학생들의 수업태도, 출결사항, 학교교칙 준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문제점으로 센터의 수가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과 각 센터별 배치 인원이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 모든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각 지역의 소년원이나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
다는 점 등이 주장되고 있다(박찬걸, 2012; 권해수,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각 센터별 배치인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비행예방교육 인원의 증가율의 크기에 따른 성과(교육이수자의 만족
도와 사회적응률)의 차이를 각 센터별로 비교함으로서 업무량 과다의 효과를 
살펴보고, 또한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센터업무
를 수행하는 경우간의 성과(교육이수자의 사회적응률)를 비교함으로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총 16개 비행청소년예방센터 중 2012년 전에 본격
적인 센터업무를 시작하여 성과비교가 가능한 6개 센터(부산·창원·대구·광주·청
주·안산 센터)와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4개 소년원(전주·대전·춘천·제주 소년원)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렇게 11개 기관이다. 따라서 전국의 16개 청소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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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예방센터 중 2012년에 개원하였으나 본격적인 업무는 2013년부터 시작한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 센터와 2013년 개원한 순천·전주·춘천 센터, 그리고 
2014년 개원한 부산동부·울산·수원 센터는 제외 되었다.

  이렇게 연구대상을 설정한 까닭은 본 연구의 목적이 각 센터별 배치인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비행예방교육 인원의 증가율의 크기에 따른 성과(교육이수자
의 만족도와 사회적응률)의 차이를 각 센터별로 비교함으로서 업무량 과다의 
효과를 살펴는 것과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간의 성과(교육이수자의 만족도와 사회적응률)를 비교함
으로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므로 이를 위
해서는 2개년도의 만족도 및 사회적응률 자료가 존재하여야 하고, 더욱이 청
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 만족도 및 사회적응률 조사는 전년도 조사결과를 
차년도에 분석하고 있어서 2015년도 현재의 최근자료로는 2013년 수료자에 
대하여 실시한 교육 만족도 및 사회적응률 조사결과를 2014년도에 분석한 자
료이므로 2개년도의 자료를 가질 수 있는 기관은 2012년도 이전에 본격적인 
센터업무를 시작한 센터만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제3절 연구의 방법

   각 센터별 비행예방교육이수자 인원의 증가율의 크기에 따른 성과(교육이수
자의 만족도와 사회적응률)의 차이를 각 센터별로 비교하고, 소년원에서 센터
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센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간의 성과(교육
인원 증가율 대비 사회적응률)를 비교함에 있어서, 실증자료를 통한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및 현장조사(직접 현장에서 근무하는 센터직원들
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변수 간 관계의 밀접한 정도와 관련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 등을 유기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상관관계분석은 변수간의 관계의 밀접한 정도, 즉 두 변수 간에 얼마나 밀접
한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통계기법으로서 두 변수간의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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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상관관계라고 하며, 상관관계에는 어느 한 변수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변수의 값이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와 어느 한 변수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변수의 값이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 정도
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관계수가 이용되는바, 본 논문에서는 피어슨 상관 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를 구하였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업무로는 대안교육, 상담조사, 법교육, 청소년
심리상담, 보호자교육, 주말캠프 등이 있는바, 본 연구는 위 주요업무 중 전국 
비행청소년예방센터에서 공통적으로 교육이수자의 만족도 및 사회적응률을 평
가하고 있는 대안교육과 상담조사 두 업무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업무는 전국 비행청소년예방센터에서 공통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개선을 목적
으로 하는 업무로서 각종 연구에서 비행청소년예방센터의 주요업무로 제시하
는 항목이기도 하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만으로 각 센터별 비행예방교육이수자 인원의 증가율
의 크기에 따른 성과(교육이수자의 만족도와 사회적응률)의 차이 및 소년원에
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센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간의 성
과(교육인원 증가율 대비 사회적응률)의 차이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데에는 한
계가 존재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상관관계분석과는 별도로 현장조사를 진행하
여 변수 간 관계의 밀접한 정도와 관련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 등을 유기적으
로 해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비행청소년예방센터에서 대안교육이나 상담조
사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과의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비행청소년예방센터 업
무종사자들과 접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아 현재의 비행청소년예방센
터의 실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변수 간 관계의 밀접한 정도와 관련성 
및 그 원인 등을 분석해보고자 하며, 인터뷰 내용과 기존의 효과분석 문헌들을 
참조하여 보다 유기적으로 변수간의 관계를 바라보고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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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비행청소년의 개념 및 외국의 청소년비행예방제도 개관

1. 비행청소년의 개념

  비행을 잘못된 행동(misbehavior)이라고 규정하는데 대하여는 누구나 인정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된 행동이 비행인지는 연구자들마다 일정하지 않
다. 즉 비행에 속하는 행동은 시대적 차이와 사회적 관습 및 문화적 가치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으며, 비행 행위자의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고성혜, 1996).  
  비행청소년의 일반적 개념은 사회적, 문화적, 시대적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
하게 정의 될 수 있는데, 협의의 개념은 범법소년을 말하고, 광의의 개념은 모
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 청소년을 의미한다(김영모, 1981). 소년법 제4조 제1
항3)에 의하면, 청소년 비행이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
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
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분류하고 있는바, 소년법 제4
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으로서 공격성, 가출, 
폭력, 약물남용, 흡연, 탈선행동, 학교부적응행동 등 그 사회의 사회규범으로부
터 일탈된 행위 또는 사회규범에 위반된 행위를 한 청소년을 비행청소년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3)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
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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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청소년비행예방제도 개관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해 각국에서 특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와 비
행예방프로그램을 살펴보기 위하여 영국, 미국, 독일의 비행예방대책을 중심으
로 검토해보겠다4).

1) 영국의 청소년비행예방제도
  1990년대 후반 영국의 소년사법 전반에 대한 개혁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다기관협력체계(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 MPPA)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98년 범죄 및 무질서법에 국가차원에서 협력체계
를 갖출 수 있도록 소년사법위원회(Youth Justice Board)와 소년비행대응팀
(Youth Offending Team)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청소년비행대응팀은 각 지역에서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일
선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그 개입은 위기청소년의 비행예
방, 경찰, 법원, 처분의 집행단계까지 소년사법 전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특
히 위기청소년의 비행예방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훈계나 경고를 받은 대상자에 
대해 원인을 평가하고 원인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논의하여 직접 
개입한다. 청소년비행대응팀의 특징적인 점은 사례에 투입되는 방식인데, 하나
의 사건에 한명의 사례관리자(case worker)가 투입되어 초기단계부터 소년사
건 처리절차, 처분 집행까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대상소년과 
초기에 형성된 라포(rapport)가 끝까지 지속되면서 일관성 있는 개입을 하기
에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이정주, 2012).

2) 미국의 청소년비행예방제도
  1974년 소년사법시스템을 향상시키고 비행예방을 위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
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JJDPA)이 제정되었다. 
JJDPA는 성인과의 분리와 탈시설화라는 두 가지 요건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
고 있었다. 또한 JJDPA는 효과적인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통제를 위해 소년사
법과 비행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4) 단기집중형 법무부 대안교육 프로그램 효과분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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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JDP)의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OJJDP는 비행예방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하였다. 
  OJJDP의 종합프로그램은 발전범죄학과 공중보건모델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되
었으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는 소년이나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및 조기개입(prevention),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즉시제재(immediate sanction), 중간제재(intermediate sanction), 수용
처우(residential treatment), 사후처우(reentry) 등 다섯 단계로 나누어 진행
된다(최인섭 · 이성식, 2010).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대처능력 향상 프로그램, 
기능적 가족치료 프로그램, 가족과 교사의 관심 연결하기 프로그램, 다중체계
치료, 평화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기, 가족강화 프로그램, 폭력예방 
프로그램, 가족과 학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3) 독일의 청소년비행예방제도
  독일의 청소년 관련 업무는 연방정부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 Gesetz)’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아동·청소년 지원’
이란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이고, 나아가 양육자 또는 가족들에
게 공공기관이나 민간위탁 단체가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동·청
소년 지원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개개인은 자신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육성
지원과 책임감 있고 전인적인 인성을 통한 미래의 자립인으로 성장하도록 교
육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당연히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이들의 개인적 및 사회적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지시키
거나 감소시켜야 한다.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또는 부모들의 
자녀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이나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부모의 역량 
그리고 가족의 가치관을 재정립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 
지원법은 개인의 사회적 발달을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전반적
인 환경 전체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전인식, 2011).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사회성 강화 집단 프로그램(참가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
도하는 외래형 교육지원 서비스의 한 형태로,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인생과 진로의 방향성을 일깨우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회교육적 가족지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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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가족이 여러 분야에 걸쳐 고질적인 어려움을 가질 때 가족지원사가 위기
가족을 방문하여 이를 도와주는 서비스), 체험교육 프로젝트(위기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체험하고 발견하게 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4) 시사점
  영국, 미국, 독일의 비행예방 관련 대책과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영국의 경우 지역 중심의 사례관리자를 통해 위기청소년의 비행예방, 
경찰, 법원, 처분의 집행단계에 까지 소년사법 전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
다. 이는 처음부터 모든 프로그램들이 종료될 때까지 하나의 팀으로서 청소년
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초기에 형성된 라포(rapport)가 개입 종료
시까지 지속될 수 있고, 이는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일 없이 적합한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정주,2012). 우리나라의 경우, 
비행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비스의 
중복문제, 소년사법사건 처리과정에 있어 신속하게 사건처리가 이루어지지 못
하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처음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
될 때까지 사례관리자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은 우리나라 비행청소년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미국 OJJDP 종합프로그램들은 인지적 치료와 대인관계 기술을 강조하
고 있다. 비행청소년들은 충동적이고 문제해결능력과 대인관계의 사회기술능력
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지적 행동기법, 갈등해결 및 대인관계기술을 통해 충동
성과 공격성을 조절하고 문제해결능력과 인지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
다. 향후 대안교육 프로그램에서 문제영역별 문제해결능력과 인지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국의 경우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비행청소년들은 부모
의 관심과 애정부족, 부적절한 양육, 강압적 체벌과 학대 등 가족 기능에 문제
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에서는 적절한 부모의 역할과 양육법
을 교육시키고, 자녀양육에 대한 지도나 교육, 가족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방
식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관계를 개선하려는 가족치료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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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영국, 미국, 독일 모두 다기관 협력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범죄
는 개인, 가족, 학교, 친구, 지역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
하회의 여러 기관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조화롭게 연계되어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향후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현황

  2007년 소년법(법률 제8722호) 제6차 개정이 단행되었는바, 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법무
부는 2007년 4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을 위한 전문직원의 배치 및 교육환
경조성 등 준비작업을 거쳐 2007년 7월 23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
통령령 제20180호)에 따라 ‘청소년비행예방센터’라는 표제 하에 청소년 비행예
방 지원업무를 분장하도록 부산소년원·광주소년원·대전소년원·청주소년원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소속하에 각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둔다고 신설하는 
한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총 
6개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개관하였다. 이후 2012년 6월에는 서울남부·서울
북부·인천·대구 등 4개 센터를 개관하였으며, 2013년 11월에는 순천·전주·춘천 
등 3개 센터, 2014년 12월에는 부산동부·울산·수원 등 3개 센터를 개관하여 
현재 총 16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센터의 명칭은 교육 수요자의 거부감 해
소 및 대내외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복수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바, 직제명
칭은 (지역명)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고, 대외명칭은 (지역명)청소년꿈키움센터이
다(다만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솔로몬파크를 대외명칭으로 사용하고 있
음). 이하에서는 직제상 명칭에 따라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기재하도록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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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칭
(대외명칭) 주 요 기 능 관할지역 설치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부산중구,서구,동
구,영도구,부산진
구,북구,사상구,

강서구,사하구,동
래구,연제구

07.7.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마산,통영,밀양,
거창,진주,거제,

경상남도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광주광역시,나주
시,화순군,장성군
,담양군,곡성군,

영광군,목포시,무
안군,시안군,함평

군,영암군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솔로몬파크) - 법교육 (전 국민 대상) 전국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충북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안산,광명,시흥,
안양,과천,의왕,

군포
서울남부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서울남부청소년
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서울남부,동부,서
부

12.6.서울북부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서울북부청소년
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서울북부,의정부,
동두천시,구리시,
남양주시,양주시,
포천시,고양시,파

주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1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기능 및 관할지역은 다음
과 같다.

<표 1>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현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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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인천,부천,김포,
강화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대구,경상북도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순천시,여수시,과
양시,구례군,고흥
군,보성군,장흥군

,강진군

13.11.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전주시,김제시,완
주군,임실군,진안
군,무주군,군산시
,익산시,정읍시,

부안군,고창군,남
원시,장수군,순창

군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춘천시,화천군,양
구군,인제군,홍천
군,강릉시,동해시
,삼척시,원주시,

횡성군,속초시,양
양군,고성군

부산동부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부산동부청소년
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부산시 
금정구,해운대구,
남구,수영구,기장

군

14.12.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울산시,양산시,울
주군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일체험
- 교원 직무연수, 가족 솔루션캠프

수원시,오산시,용
인시,화성시,성남
시,하남시,광주시
,이천시,여주군,

양평군,평택시,안
성시

5)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현황, 법무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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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업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업무로는 대안교육, 상담조사(비행원인진단), 법교
육, 청소년심리상담, 보호자교육, 주말캠프 등이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6).

1. 대안교육  

1) 대상자
  대안교육은 학교폭력 등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기소유예 및 보호처분 대상
자 등의 비행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법무부 자체에서 개발한 비행유
형별 전문교육과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말하는데, 교육대상은 
법원에서 대안교육명령 처분을 받은 청소년,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
분을 받은 청소년(선도유예자),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폭력, 부적응 등으로 특별
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된다.

2) 교육기간
  대안교육의 기간은 법원에서 대안교육명령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는 1
주, 2주, 4주 등 이 있으며,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
년의 경우나 학교에서 학교폭력,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
생의 경우에는 3일 이내, 1주, 2주 등의 기간 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일에 7-8교시이며, 교육방법은 
통학형 위탁교육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3)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전문교육 프로그램, 심리치료 프로그램,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으
로 운영되는데,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정별 교육인원을 15명 내외
로 편성하고, 2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2개조로 나누어 운영
하고 있다.

6)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현황, 법무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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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주 요 내 용

학교폭력예방 교육
자신과 타인의 심리적 특성 이해하기, 폭력의 심각성 알기, 
폭력에 대한 자신의 태도 알기, 세가지 입장(가해자·피해자·
방관자) 생각하기, 바람직한 대안찾기 

절도비행예방 교육
절도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절도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알
아보기, 선택과 책임의 주체를 인식하기, 자기 통제력 향상 
및 긍정적 미래상 만들기 

교통안전 교육
오토바이 운전습관에 대한 자기탐색하기, 교통사고 및 비행
사례 알아보기, 교통사고의 폐해·장애 체험하기, 안전운전 
방법 및 에티켓 익히기 

인터넷 및 약물중독예방 교육
인터넷 사용 및 흡연·음주에 대해 탐색하기, 인터넷 중독의 
폐해 이해 및 건강하게 사용하기, 흡연의 폐해 및 금연방법 
탐색하기, 음주의 폐해 및 건전한 음주습관 생각해보기

  우선 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들이 폭력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
고, 친구, 선·후배 사이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도록 돕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절도관련 비행을 예방하고, 초기단계의 절도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는 절도비행예방 교육,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타
인의 안전을 지키고 바람직한 교통문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통안전 
교육, 인터넷 및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의 폐해 등을 교육하여 건전한 인터
넷 사용 및 자발적 금연·금주를 실천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인터넷 
및 약물중독예방 교육, 성 관련 비행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성역할 수행 및 올
바른 성의식 향상을 유도하는 성비행예방 교육, 비행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자
기 통제력 함양, 자신과 피해자, 가족의 관계를 회복을 유도하는 회복 프로그
램, 그리고 직업의 의미와 진로탐색의 중요성을 이해시켜 성숙하고 건전한 직
업가치관 함양을 유도하는 진로 프로그램 등이 있다.

<표 2>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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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행예방 교육
사춘기 신체·심리변화에 대해 이해하기, 생명의 소중함·피
해자 공감하기, 성폭력과 관련된 인지적 편견과 왜곡 수정
하기, 올바른 성의식 형성으로 행위자·피해자 되지 않기

회복 프로그램
비행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 변화시키기, 비행의 유혹
을 극복하는 자기통제력 키우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손상된 자아 회복하기, 나와 타인·가족 간의 관계 회복하기

진로 프로그램
직업의 의미와 직업탐색의 중요성 이해하기, 흥미·적성·성
격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해 이
해하고 미래사회에 대한 관심과 통찰력 배양하기 

과 정 주 요 내 용

봉사활동 장애인 및 노인 거주시설을 방문하여 식사·운동 도우미, 환경정리 등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 경험

장애체험 지체·시각장애 체험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장애인과 더
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

생활예절 언어예절, 가족 간 예절, 다도 등을 통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자세 및 안정적 생활태도를 형성

미술·원예치료
생활도예

미술·원예·도예를 매개로 자신과 타인 이해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
고, 자아성찰의 계기 마련

등산·신체훈련 산행, 암벽등반, 건물레펠 등을 통하여 인내심과 건강한 심신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기회 마련

문화예술교육 연극, 공예, 음악치료, 난타, 춤테라피 등을 통해 올바른 감정표현 및 
타인에 대한 객관적 이해 증진

법문화체험 모의법정, 법령 만들기, 사법집행 체험 등을 통해 올바른 법의식 형성
기타 성문화체험, 문화유산투어, 숲 체험 등

  다음으로 자아성장, 미술치료, 영화치료, 분노조절, 감수성 훈련, 역할극, 도
형상담 등을 통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끝으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하여 직접 몸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깨우치는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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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조사

  상담조사란 불구속 송치 범죄소년에 대하여 법원 소년부 판사가 주간에만 
3-5일 동안 소년분류심사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출석시켜 비행원인을 과
학적으로 진단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인성위주의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말
한다.

  소년법 제12조(전문가의 진단)에 의하면,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
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
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는 2003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2004년 1월 
20일 소년원법 개정을 통하여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로 법제화되었다.
  법원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에 필요한 조사와 교육을 의
뢰 할 경우 대상자를 일정기간 출석시켜 비행원인 진단 및 비행예방교육을 실
시하거나 소년보호사건 전문가의 진단 및 시험관찰을 할 수가 있다. 당해 교육
의 상담조사 대상자는 경미한 범죄로 인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소년부에 송치
되는 비수용 보호처분 대상자이다. 당해 교육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주간에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출석하여 비행원인 진단과 함께 인성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 비행청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자유가 제한되는 것과는 달
리 부담 없이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주간에만 출석하여 조사와 비행예방교육
을 받게 된다(송화숙, 2008).

  상담조사 기간은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3일, 4일, 5일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법원 소년부 판사의 요청에 따라 필수과정을 제외하고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
능하다. 또한 상담조사 기간은 해당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청
소년의 생활환경, 심리적 특성, 교육태도, 비행진단, 지도방향 및 처분의견 등
에 대한 상담조사서가 작성되어 법원에 송부되면 이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결
정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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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소년법 제49조의2(검사의 결정전조사) 제1항에 의하면, 검사는 소년 피
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
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
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중 ‘소
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의 역할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을 기점으로 검사결정 전 조사제도는 보호관찰소의 업무영역으
로 이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고유업무로 파악하기
는 어려운 실정이다(박찬걸, 2012).

3. 기타교육

1) 보호자 교육
  보호자교육은 비행청소년이 재비행을 범하지 않도록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
으로 운영하는 자녀이해 및 지도방법 등 역할개선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서, 교육대상으로는 의무참가자로서 법원 판사가 의뢰한 보호자특별교육명령 
대상자와 학교장이 의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대상자가 있으
며, 자원참가자로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대안교육, 상담조사 등을 받는 청
소년의 보호자 중 자발적으로 참가한 교육대상자가 있다.

  보호자교육명령은 주된 처분이 아니라 부가처분이기 때문에 원처분을 행하
는 보호관찰소나 소년원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에서는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보호자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통학형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보호자가 직접 대상자를 
데리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하는 날에 집중적으로 보호자 교육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상담조사 대상자의 보호자의 경우에는 상담조사 처분 
당일, 교육 1일차 오전, 교육 4일차 오후 등 총 3회에 걸쳐 4-8시간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 명하는 상담조사의 경우에는 보호자면
담기록을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대안교육 대상자의 
보호자는 대상자의 교육 수료일 오후에 집단상담의 형태로 2시간 동안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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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보호자교육에서는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
는 올바른 부모역할 개선을 지원하며, 자녀의 심리적 특성 이해 및 자녀와의 
대화법, 가족 구성원 관계 탐색 및 소통하기, 가족공감 한마당·세족식·영상편지 
등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 법교육
  비행예방을 위한 법교육은 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법 전반, 법 형성과정, 
법 제도 등의 원리와 가치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제공하는 교육으로서, 교육대
상자는 유치원생, 초·중·고교생, 일반시민 등이 된다.
  법무부는 국민의 법의식 향상을 위하여 2005년 ‘5개년 법교육 추진 종합계
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3월 28일 법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대국민 법
의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초기에
는 대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법교육을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현재
는 모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비행예방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일반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출장
강연, 모의법정 체험, 법사랑 캠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
으로 성교육, 약물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 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예절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등이 있다.

3) 청소년 심리상담
  청소년 심리상담 교육은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무료로 실
시하는 각종 심리검사와 개별 및 집단상담을 의미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청소년심리검사 등)에 따라 청소년
이나 그 보호자가 적성검사 등 진로탐색을 위한 청소년심리검사 또는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 청소년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청소년심리상담의 목적은 
가정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올바른 교우관계 형성을 조력하며, 사전심
리검사 및 진로상담 등을 병행하여 정확한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있다. 대
상자는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초기비행청소년, 복지시설청소년, 일반학생 등 
이고, 사전예약이 요구되며, 소요시간은 2-4시간 정도이며, 심리검사 실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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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이내에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결과를 발송하고 있다.

4) 일일체험
  일일체험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
로 다양한 체험교육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이다. 여기에서는 2-4시간 정도의 과정으로 장애체험, 모의법정, 원예치료, 생
활도예, 암벽등반, 도미노 등 각 센터별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일일체
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되는 등 다양한 형태
로 제공되고 있다. 

5) 주말캠프 : 학교폭력예방캠프, 법캠프, 가족캠프, 사제동행캠프
  주말캠프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가족캠프는 사춘기 청소년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소통·나눔·기쁨(소나기)을 주제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간의 
캠프로 마음열기 · 따뜻한 지팡이 · 도미노 · 가정헌법 만들기 · 감동나누기 · 
세족식 등의 프로그램이 있고, 사제동행 캠프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문제학
생이나 개별적 관심이 필요한 학생 등과 생활지도교사(담임교사)가 참여하는 
캠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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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선행연구 검토

1. 비행청소년대상프로그램의 효과 및 비행청소년예방센터에 관한 연구

1) 비행청소년대상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기존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
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공격성·충동성의 감소나 친사회적성향의 향상 등의 지표를 통해 비행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한 연구들이 있다. 강선경 · 박인숙(2005)의 연구에
서는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들을 관찰한 결과 이전에 비해 공격적인 행동이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도
출하였고, 정윤정 · 윤향숙 · 신지현 · 김성곤 · 장성화(2012)의 연구에서는 소
년보호시설의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공격성과 충동성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안명선과 이수연(2008)의 연
구에서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현실요법 개념에 기초한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폭력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재경(2000)은 보
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문제해결 · 충동억제 · 분노조절 등의 사회적 기
술을 향상시키고자 개발된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문제해결능력과 자존감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김자경 · 손정락(2007)의 연구에서도 보호관찰청소
년을 대상으로 의미치료 프로그램과 자기조절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삶의 목
적과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천성문 · 이영순 · 이현림(2000)의 연구에
서도 소년원생과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적 분노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분노조절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구현지 · 문경주 · 
오경자(2007)는 경미한 비행을 보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 직후 뿐 아니라 1개월 후에 측정한 추후 
보고에서도 비행 행동의 감소가 확인되었고, 송성자 · 정문자(2002)의 연구에
서도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존감과 감정통제능력이 향
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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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인식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를 통해 비행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한 
연구들이 있다. 구현지 · 문경주 · 오경자(2007)는 경미한 비행을 보이는 학생
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프로그램 실시한 결과 교사의 평정에서 여학생의 경우
가 문제행동의 적발 빈도가 더 크게 감소하였고, 비행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학교활동이나 학교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학교 적응력와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그리고 최영신 · 김윤나 · 김용성(2009)
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수강명령대상자와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법교육 프로
그램을 실시한 이후 법에 대한 흥미도가 증가하고, 법개념 및 법지식을 새롭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고, 이태영 · 김원희 · 이동훈(2011)은 절
도 및 폭력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슈탈트 기반의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자각하고 표현함으로써 공격신념이 감소했다고 
보았다.

  셋째, 기존 연구들이 다양한 주체들의 인식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존재하여 최근에는 측정원의 다변화라는 점이 강조되어 관련 주체들의 인식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7). Garland et al. (2004)은 청소년들의 정
신건강 서비스에 대해 청소년, 부모, 상담자등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결과에 
대하여 그들 간의 일치정도를 조사한 결과 이해관계자 간에 있어서  분노 및 
공격성 감소에 대하여 낮은 일치율이 나타났고, 이현아 · 이기학(2010)은 학생
과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상담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요소와 도움요소를 
비교한 결과 양 요소 상호간에 불일치하는 경우가 나타나므로 한 입장에서만 
학교상담의 도움요소를 살피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프로그
램 효과 연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
는바, 이는 상담이나 프로그램이 참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존재들의 관여 속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관한 연구

   송화숙(2008)은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7) 권해수 · 김현정 (201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의뢰된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프로그램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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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후, 법제도, 기관정체성, 정책 대상, 프로그램, 교육효
과, 직원 역량 측면의 순으로 성과분석을 하였다. 그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
육 수료자의 교육만족도가 83.5점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조사한 일반 중.고등
학교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임을 강조하면서, 청소년비행
예방센터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서 소년사법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개입.지원 
강화, 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비행예방정책 실효성 제고, 지역사회 위
기청소년 비행예방 중심기구로서의 역량확대, 그리고 비행청소년 전문가로서의 
인력양성 기능강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실효성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교육효과분석 계획의 수립, 설문지의 작성, 전화설문의 실시, 연
구결과 성과분석 등에 외부전문기관과 단체의 공동조사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
하였다. 
  허경미(2010)는 비행청소년들이 성인기로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7가지 발달과제(Developmental Tasks)8)를 제시하고 이를 성취하는데 사회의 
적절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보면서, 사회적 발달이론 측면에서 현행 법무
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역할을 짚어보고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청
소년비행예방센터의 한계로 소년비행예방사업의 중복, 예산의 효율성 및 수요
예측의 한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접근성 및 역할의 불균형, 비행청소년업무
의 성격과 법무부 직제편제의 부조화를 들었고, 개선방향으로 가칭 「소년비행
예방국」을 설치하여 청소년비행예방 및 보호업무를 조정·통합하고, 소년과(직)
와 보호과(직)와의 통합 대신 보호과(직)와 교정본부를 통합하며, 청소년법정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청소년에게 법교육 뿐만 아니라 또래 비행의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법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질 것, 그리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증설과 명칭변경을 주장하였다.
  권해수 · 김현정(2013)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의뢰된 초기단계의 비행청소
년을 대상으로 1주 과정의 대안교육 실시 후 효과를 분석하였는바, 청소년의 
자기보고 뿐만 아니라 의뢰교사로부터도 참여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평정하였
으며, 전국적으로 연구대상자를 확보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8) 7가지 발달과제(Developmental Tasks) : 자아정체성 인식, 상징적인 관계설정, 신체적인 단련, 가치
체계에 대한 투자, 학업이수, 가정으로 부터의 분리와 독립, 훌륭한 직업의 선택과 유지.

   R. M. Lerner. Early Adolescence: Perspective On Research,Policy and Intervention,         
   Hillsdale. NJ: Erlbaum,Lawrence Erlbaum Associate Publisher. 1993.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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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여부를 파악하고 프로그램 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요소로서 치료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안교육 
참여 학생들의 자기통제능력, 공감능력이 향상되었고, 공격성과 공격신념의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추후검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
으며, 교육에 대한 중요성, 흥미, 유용성 가치가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치료적 요인 중 적극적 참여는 자기통제 증가, 공격성 감소, 과제가
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공격성 감소에, 
문제에 대한 통찰과 이해는 공격신념의 감소에,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은 공감
능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뢰교사에 의해 참
여 학생들의 복교 이후 행동변화를 평정한 결과 참여 학생들의 학교적응지표
인 출결사항, 학교교칙준수, 자기절제, 자존감, 타인 공감 및 배려, 학교유대감 
등 보호요인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초기 단계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예방 및 재범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살펴보건대 비행청소년대상프로그램의 효과 및 비행청소년예방센터에 관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는 거의 모두 참가학생의 만
족도나 의뢰교사의 평정에 의해 대안교육의 효과를 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이
에 착안하여 센터 간 비교를 통하여 업무량증가가 성과지표(사회적응률,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 및 교육주체의 차이에 따른 조직특성 등이 성과지표(사회적
응률)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적정인원 및 적정업무량에 관한 연구

  박홍배 · 채규옥(2013)은 적정수준이하의 인력으로 과도한 양의 업무를 처리
하면 업무의 질을 확보할 수가 없고 합리적인 업무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창
의를 위한 사고의 여유를 없게 하고 노동력의 재생산 자체에 영향을 주며 개
인에게 과도한 업무압박을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고생산성을 얻는데 비효과적
이라고 보았다.
  김희규 · 이일권(2007)은 「새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초등교사의 적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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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업시수에 관한 연구」에서 초등학교 새 교육과정 적용에 요구되는 수업담
당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와 교사정원의 적정화 수준을 분석하여, 교사의 수업
시수는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재 교사의 수업시수에 대
해 많은 부담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바,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교실수
업의 질 향상을 위해 수업시수의 법제화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필요하고, 또한 
교육과정 지원체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사의 인원 부족에 대한 체계적 조
사와 필요한 인력을 제공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 교사들의 수업준비를 강화
하고 조직구성원 전체가 학습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정정
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보조인력 충원이 필
요하다고 보았다.  
  조미란 · 구정민 · 이혜옥 · 조여원(2001)은 3차 의료기관에서의 영양업무 
분석에서 영양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적정시간을 산정하여 각 병원
규모에 배치되어야 하는 적정 영양사 인력을 산출한 결과, 각 병원마다 이미 
배치되어 있는 영양사에 비해서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영양사 인력이 절
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환자의 사망률 및 합병증 유발률을 저
하시키고 질병으로부터의 회복기간을 단축시킴으로 인한 질적인 관리 측면과 
입원기간을 단축시키고 약 복용의 횟수를 줄임으로 인한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입증된 임상영양치료를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적정 임상영양사
의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았다.
  양일선 · 이소정 · 차진아(1995)는 임상 영양사들의 업무 분석을 통하여 임
상 업무 중 환자 1인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활동인 입원환자와 직접적으로 관
련된 활동(환자 기초관리, 치료식 환자관리, 환지 심층관리)만을 기준으로 임상 
영양사의 적정인원을 계산하였으나, 임상 영양사들은 전문가적 연구, 회의참
석, 외래환자 영양교육, 집단 영양교육 등의 임상업무도 수행해야 할 것이므로 
각 병원에서 실제적으로 임상 영양사 적정 인원을 산출할 때 이들 업무에 소
요되는 시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진미 · 양일선 · 김현아 · 
차진아(1995)는 사업체 급식소 영양사 직무분석 결과 현재 업무수행에 소요되
는 총 시간 보다 이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리라 예측되는 총 수행
시간이 컸으며,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었는바, 사업체 급식소의 합리적인 운영
을 위하여 영양사 인력의 보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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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r(1991)는 미국 내 종업원들의 근무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주
장한 연구결과에 기반 하여 업무과부하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업무효율성
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감정적 고갈, 직무불만족, 반생산적 과업행동의 선행
요인으로 많이 연구가 된 변수라고 보며, 따라서 담당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인원이 증가하는 등 업무량이 늘어난다면 업무과부하가 발생하여 성과변
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정웅(2013)은 경제범죄 사건들을 사건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유형별 사건처
리 소요시간을 추정하고,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사건 수), 경제팀 1팀당 
적정 업무량(사건 수), 사건배당 기준 등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간외 근무를 고려한 현실적인 경제팀 인력 증원이 
추진될 필요가 있고, 둘째, 개인별·팀별 적정 업무량의 결정과 업무 평가는 유
형별 사건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적정 업무량의 
추정 과정에서 1인당 기본근무시간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는 업무손실 변수들
을 반영하지 못하였는바, 기본근무시간임에도 현실적으로 집회시위상황에의 동
원, 여경의 출산·육아 등 휴직, 연가, 교육 등 업무손실이 발생하므로, 향후 업
무손실율을 고려한 적정 업무량 모델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송미숙(2008)은 전담간호사의 업무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근무경력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그리고 이동시간이 길수록 단위시간에 처리하는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들을 연속적
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이들의 이동수단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면서, 전담인력들의 업무표준을 설정하여 서비스의 질
적 수준을 관리하고 적정 업무량과 업무범위를 예상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적정수준이하의 인력으로 과도한 양의 업무를 처리하면 창의
를 위한 사고의 여유를 없게 하고 개인에게 과도한 업무압박을 가져와서 결과
적으로 생산성이 감소한다고 보고,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적절한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보조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적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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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출할 때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보조적인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도 고
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과부하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업무효율
성을 떨어뜨려서 성과변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 업무량의 산정
이 필요하고, 적정 업무량 추정과정에서는 1인당 기본근무시간에서 제외될 필
요가 있는 업무손실 변수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 업무량과 업무범위
를 예상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대안교육이나 상담조사 담당자가 보호자교육,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등의 업무도 함께 나누어 수행하는 등 인력이 부족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현재 상황에서 교육인원이 증가하여 업무량이 늘어난다면 업
무과부하가 발생하여 성과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하여 실
제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직무자율성 및 기관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고득영 · 유태용(2012)은 직무자율성이 직무만족을 거쳐 혁신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직무자율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개인
특성 변인인 주도성과 개방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직무만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조직혁신풍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위하여 기업 및 공
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직무자율성이 높
을수록 직무만족과 혁신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직무자율성이 혁신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서 직무만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도
성과 개방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직무자율성과 직무만족 간의 정적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주도성과 개방성은 직무자율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홍재 · 변찬복 · 박성종(2013)은 서울시내 특급호텔의 종사원들을 대상으
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구조모형방정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직무자율성과 정서
적 조직몰입, 정서적 조직몰입과 지식공유행동, 그리고 직무만족과 정서적 조
직몰입 간에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 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경영학회는 「직무자율성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위에 미치는 효과 분
석」(2009)에서  매개적 조절모형(mediated moderation model)을 사용하여, 



- 27 -

직무자율성 (job autonomy)이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과 조
직시민행위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기업 혁신성의 조 절적 효과를 살펴보고, 직무자율성과 기업 혁신성의 상호
작용(interaction)이 조직시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몰입이 매개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는바, 한 기업의 혁신성이 직무자율성과 조직몰입, 직무자율성과 
조직시민행위 사이의 관계에 조절적 영향을 미쳤다. 즉, 직무자율성은 보다 혁
신적인 기업에서 개별 근로자들의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위를 더욱 향상시켰
고, 조직몰입이 이러한 직무자율성과 혁신성 사이의 조직시민행위에 대한 상호
작용 효과를 매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서성아(2010)는 독립성 개념을 종합하여 체계화를 시도하고, 우리나라의 대
표적인 독립규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여 독립
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한 측정된 독립성 수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조직의 독립성은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독립성 개념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 즉, 영향배제독립성, 
의사결정역량독립성, 영향독립성 중 영향독립성의 영향력이 제시된 조직성과 
모두에 대해 유의미했음을 알 수 있었다.
  양승일 · 황현덕(2012)은 한국과 독일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제 비교기준을 가지고 독립성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고, 이
를 통해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해야 할 해
법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보조금, 경영권, 기관평가, PBS, 이사회 구성, 
법적 독립성, 정부부처와의 지배구조 등에 있어서 한국의 연구기관은 독립성이 
낮은 수준인 반면, 독일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는바,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율적 운영을 통해 경영을 개선하도록 간섭과 통제
를 자제해야 하며, 개선방안으로는 Top-Down 예산제도의 성숙된 시행, 재량
권 있는 경영제도장치 마련, 기관장 임기와 연동되는 평가 실시, R&D 예산 투
자규모 확대, 전문가 Pool을 통한 분야별 위원회 운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의 단일 기구를 통한 관리 등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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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연구에서는 직무자율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혁신행동이 높게 나타
났고, 직무자율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직무만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자율성과 정서적 조직몰입 간에 유의한 정(+)
의 영향관계 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조직의 독립성도 조직성과에 유의미
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경향성을 확인하였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에는 독립성 개념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 즉, 영향배제독립성, 의사결정
역량독립성, 영향독립성 중 영향독립성의 영향력이 제시된 조직성과 모두에 대
해 유의미했음은 알 수 있었는바,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관의 독립
성을 확보해주고, 자율적 운영을 통해 경영을 개선하도록 간섭과 통제를 자제
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
하는 경우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
서 양자사이에 기관의 독립성과 업무자율성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그 성과
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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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터 명 소 속 기 관 조직구성 2012년도 예산(백만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5명 1,846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소년원 15명 934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광주소년원 8명 594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소년원 7명 651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소년원 11명 734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주소년원 10명 597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0명

4,500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0명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8명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구소년원 8명

제 3장 연구 설계

제 1절 연구 가설

1. 업무량변동과 성과에 관한 가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업무량의 변화가 각 센터의 성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박찬걸(2012)은 소년비행의 조기억제 및 사전예방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를 위한 중추적인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날로 증대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지원
이나 담당인력은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라고 한다. 

<표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현황 (2012.6. 기준)

  대부분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종사하고 있는 담당인력은 10명 내외에 
불과하고 이는 행정인력을 포함한 수치여서 대안교육이나 상담조사 담당자가 
보호자교육,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등의 업무도 함께 나누어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예산 및 인력 지원의 미비는 청소년비행예방교육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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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 재학, 취업, 진학·취업준비, 기타(외박근절, 조기귀가, 불량교우 단절, 확연한 
생활태도의 건전변화 등)

 부적응 무직, 자퇴, 가출, 기타(습관적 야간배회·음주, 불량교우관계 및 비도덕적 행동 
지속)

 재비행 유치·위탁 및 수용경력, 벌금·훈방 등의 문제행동 지속

수준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과 동시에 적절한 비행예방도 달성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적정수준이하의 인력으로 과도한 양의 업무를 처리하자면 일의 질을 확보할 
수가 없고 합리적인 업무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창의를 위한 사고의 여유를 
없게 하고 노동력의 재생산 자체에 영향을 주어 개인에게 과도한 업무압박을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고생산성을 얻는데 비효과적이며9), Schor(1991)에 의하
면 미국 내 종업원들의 근무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한 연구결과
에 기반하여 업무과부하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만 아니라 감정적 고갈, 직무불만족, 반생산적 과업행동의 선행요인으로 많이 
연구가 된 변수이다. 따라서 담당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인원이 증가하는 
등 업무량이 늘어난다면 업무과부하가 발생하여 성과변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대안교육이나 상담조사 담당자가 보호자교육,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등의 
업무도 함께 나누어 수행하는 현실에서 비행예방교육인원의 증가는 담당인력
의 업무량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성과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
행청소년예방교육센터에서는 상담조사와 대안교육 실시 후 수료생을 상대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연 2회 교육수료 후 6개월이 경과한 
보호자, 교육생을 상대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적응, 부적응, 재비행 등의 
사회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바, 이러한 만족도와 사회적응률이 비행예방교
육의 성과변수가 될 것이다.

<표 5> 사회생활 실태조사 항목  

9) 박홍배 · 채규옥. (2013). 「인사관리론」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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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가설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의 증가율이 클수록 교육수료생의 사회
적응률은 낮을 것이다.

  가설 2.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의 증가율이 클수록 교육수료생의 만족
도는 낮을 것이다.

2. 교육주체에 따른 성과에 관한 가설

  비행청소년예방교육은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청소년비행
예방센터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바, 이러한 차이
가 성과(교육이수자의 사회적응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박영규(2012)는 현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부
설로 되어있는바, 조속히 독립 기구로서 자리매김 하여야 한다고 보며, 또한 
현재 소년비행의 예방·통제기관이 법무부 외에 여성가족부, 경찰청, 교과부 등
의 중앙부처와 이에 소속된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부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나 
청소년비행 예방 및 보호업무를 조정, 통합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고 본다. 박찬걸(2012), 권해수(2013)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07년 개청 이
래로 그 역할과 기능이 급격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 2012년에는 소년분류심
사원의 가능보다도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의 하부기관 형식으로 둘 필요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보면서 청소년비행예방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부설로 되어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독립기관화하고 점차  
지소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조직의 독립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서 서성아(2010)는 독립
성 개념을 종합하여 체계화를 시도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규제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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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여 독립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한, 측정된 독립성 수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조직의 독립성은 조직
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독립
성 개념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 즉, 영향배제독립성, 의사결정역량독립성, 
영향독립성 중 영향독립성의 영향력이 제시된 조직성과 모두에 대해 유의미했
음은 알 수 있었다.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이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
원의 부설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직제 상 차이는 크지 않으나, 소년원에서 센터
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록 별도 건물이라 하더라도 소년원안에 위치해 
있으므로 장소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시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복무
관리나 직원평가 등에 있어서 소년원에 예속되므로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우며, 
직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의 실시가 힘든 점 등에서 일반 청소년비행예방센
터와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청소년비
행예방센터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이에 성과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바, 첫째 양자 간에 교육받는 학생의 구성에 있어서 차
이(소년원 대행의 경우가 비행의 정도가 더 높은 청소년들이 많아서 사회적응
률이 보다 낮을 것으로 보임)가 존재하고, 둘째 소년원이라는 환경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여 차이가 존재하고, 셋째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성에 있어서의 차이(청소년비행예방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정도, 근무기간, 이전 근무장소 등)가 존재하며, 마지막으로 기관의 업무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바, 비행정도가 낮은 청소년으로 
구성되고, 보다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적으로 청소년비
행예방교육만을 실시하고,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
터가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 수료생이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의 교육 수료생보다 사회적응률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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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 모형 및 변수 선정

1. 양적 연구

1) 연구모형

  앞서 논의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각 센터별 비행예방교육이수자 인원의 
증가율의 크기에 따른 성과(교육이수자의 만족도와 사회적응률)의 차이를 각 
센터별로 비교하고,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간의 성과(교육인원 증가율에 따른 사회적응률)를 비교함
에 있어서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변수 간 관계의 밀접한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상관관계분석은 변수간의 관계의 밀접한 정도, 즉 두 변수 간에 얼마나 밀접
한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통계기법으로서 두 변수간의 관계의 
강도를 상관관계라고 하며, 상관관계에는 어느 한 변수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변수의 값이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와 어느 한 변수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변수의 값이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 정도
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관계수가 이용되는바, 피어슨 상관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도록 
하겠다.
 
 가설1과 가설2는 업무량의 변화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투
입변수로는 업무량 변화의 지표로서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 증가율을, 성
과변수로는 교육이수학생의 사회적응률과 만족도를 설정하였다. 
 가설3은 교육주체의 차이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투입변수
로는 교육주체(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원)를, 성과변수로는 각 기관의 교육인
원 증가율 대비 사회적응률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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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설정

(1) 투입 변수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상관관계분석에 있어서 투입변수로 업무
량의 변화 즉, 전년대비 예방교육 인원의 증가율을 선정하였다. 대안교육이나 
상담조사 담당자가 보호자교육, 법교육, 청소년심리상담 등의 업무도 함께 나
누어 수행하는 현실에서 비행예방교육인원의 증가는 담당인력의 업무량의 증
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성과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를 투입변수로 
설정하였다.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 있어서 투입변수로 교육주체의 변화 즉, 비
행청소년예방센터와 센터업무를 대행하는 소년원을 설정하였다. 교육주체인 기
관의 성격이나 자율성여부에 따라 성과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투입변수로 선정하여 성과변수인 교육 수료생 간에 사회적응률의 차이를 비교
하여 결과를 도출하겠다. 

(2) 성과 변수
  가설 1과 가설 2의 경우 비행청소년예방교육센터에서는 상담조사와 대안교
육 실시 후 수료생을 상대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연 2회 
교육수료 후 6개월이 경과한 보호자, 교육생을 상대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적응, 부적응, 재비행 등의 사회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바, 비행예방교
육인원의 증가는 담당인력의 업무량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성과에 영
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러한 만족도와 사회적응률을 비행예방교육의 성과변수
로 설정하였다.

  가설 3의 경우 교육주체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나 센터업무를 대행하는 소년
원의 기관특성이나 자율성여부에 따라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각 기관
에 있어서의 교육인원 증가율 대비 사회적응률을 비행예방교육의 성과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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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연구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만으로 각 센터별 비행예방교육이수자 인원의 증가율
의 크기에 따른 성과(교육이수자의 만족도와 사회적응률)의 차이 및 소년원에
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센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간의 성
과(교육인원 증가율 대비 사회적응률)의 차이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상관관계분석과는 별도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객관적 수치의 한계를 보완하고 양자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비행청소년예방센터에서 대안교육이나 상담조사를 직
접 담당하는 직원과의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비행청소년예방센터 업무종사자
들과 접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재의 비행청소년예방센터의 실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변수 간 관계의 밀접한 정도와 관련성 및 그 원인 등
을 분석해보고자 하며, 인터뷰 내용과 기존의 효과분석 문헌들을 참조하여 보
다 유기적으로 변수간의 관계를 바라보고 해석하고자 하였는바, 그 설문의 내
용은 부록에 첨부한 바와 같이 사회적응률 및 만족도 관련, 센터와 소년원간의 
사회적응률 차이 관련, 개선방안 관련 이렇게 3개의 큰 주제에 관하여 모두 9
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특히 진행방식에 있어서 처음의 질문은 
중립적인 것들을 물어봄으로써 편견의 개입을 최소화 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
답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질문하는 방식을 택하여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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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사회적응률(%) 업무증가율(%) 2012인원수 2013인원수

대구센터 91.2 97.6 43 6074 8699

광주센터 82.1 98 16 4857 5622

부산센터 90.4 95.5 58 23044 36467

창원센터 90 94.3 77 4898 8659

청주센터 83.7 95.3 41 17581 24769

안산센터 86 95.3 59 14320 22777

제 4장 분석 결과

제 1절 데이터 분석 결과
   각 센터별 비행예방교육이수자 인원의 증가율의 크기에 따른 성과(교육이수
학생의 만족도와 사회적응률)의 차이를 각 센터별로 비교하고, 소년원에서 센
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센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간의 성과(교
육이수학생의 만족도와 사회적응률)를 비교함에 있어서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변수 간 관계의 밀접한 정도를 분석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얻은 자료 중에서 전국 총 16개 비행청소년예방센터 
중 2012년 전에 본격적인 센터업무를 시작하여 성과비교가 가능한 6개 센터
(부산·창원·대구·광주·청주·안산 센터)와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4개 소년원(전주·
대전·춘천·제주 소년원)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렇게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전국의 1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중 2012년에 개
원하였으나 본격적인 업무는 2013년부터 시작한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 센터
와 2013년 개원한 순천·전주·춘천 센터, 그리고 2014년 개원한 부산동부·울산·
수원 센터는 제외 되었다.

<표 6>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소년원 대행의 비행예방교육 통계자료10)

10) 법무부 정보공개요청자료 (접수번호: 315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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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소년원 94.2 92.8 -38 962 596

대전 소년원 91 93.3 4 2016 2093

춘천 소년원 90.8 94.1 -40 1815 1097

제주 소년원 95.1 90.7 9 521 570

서울심사분류원 94.7 94.5 -36 1223 781

　 만족도 사회적응률 업무증가율

만족도 1

사회적응률 -0.24 1

업무증가율 0.68 -0.85 1

　 만족도 사회적응률 업무증가율

만족도 1

사회적응률 -0.45 1

업무증가율 0.04 -0.70 1

<표 7>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관계수분석

<표 8> 소년원의 센터업무대행 상관계수분석

1. 비행예방교육인원 증가율에 따른 교육이수학생 사회적응률의 차이

  비행청소년예방교육센터에서는 상담조사와 대안교육 실시 후 6개월이 경과
한 뒤에 보호자, 교육생을 상대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적응, 부적응, 재
비행 등의 사회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바,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 증가
율의 변화에 따른 교육수료학생의 사회적응률을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해본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 r (Pearson's r)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의 경우 -0.85, 소년원에서 대행하는 경우 -0.7로 강한(strong)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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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센터의 교육인원 증가율에 따른 교육이수학생의 사회적응률

<그림 2> 소년원대행의 교육인원 증가율에 따른 교육이수학생의 사회적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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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는 가설 1.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의 증가율이 클수록 교육
수료학생의 사회적응률은 낮을 것이다)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서, 직관적으
로도 담당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인원의 증가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는 
업무과부하를 발생시켜 성과변수(교육수료학생의 사회적응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비행예방교육인원 증가율에 따른 교육이수학생 만족도의 차이

  비행청소년예방교육센터에서는 상담조사와 대안교육 실시 후 수료생을 상대
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 증
가율의 변화에 따른 교육이수학생의 만족도를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해본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 r (Pearson's r)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의 경우 0.68, 소년원에서 대행하는 경우 0.04로 나왔다.  양자 모두 예상과 
달리 양의 상관관계가 나왔으며, 센터의 경우에는 예측과는 반대방향으로 중간
(moderate) 내지 강한(strong)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를 그래프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비행예방교육인원 증가율에 따른 교육이수학생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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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는 가설 2.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의 증가율이 클수록 교육
이수학생의 만족도는 낮을 것이다)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결과로서, 직관적으
로 담당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인원의 증가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는 업
무과부하를 발생시켜 성과변수(교육이수학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만족도
가 낮아질 적이라는 예측에 어긋난다.  따라서 비행예방교육인원의 증가율 이
외에 교육이수학생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교육주체에 따른 성과의 차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
행하는 경우와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이러한 교육주체의 차이가 성과변수(교육이수학생의 사회적응률)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앞에서 살펴 본 각 센터와 소년원대행 간의 비행예방교육인
원 증가율에 따른 교육수료학생 사회적응률의 차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살펴
보면 다음의 그래프와 같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가 소년원대행의 경우
보다 전반적으로 교육이수학생증가율 대비 사회적응률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4> 교육주체의 차이에 따른 인원증가율 대비 사회적응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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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는 가설 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소년
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의 교육이수학생 보다 사회적응률이 높을 것
이다)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양자 간에 교육받는 학생의 구성에 있어
서 차이(소년원 대행의 경우가 비행의 정도가 더 높은 청소년들이 많아서 사회
적응률이 보다 낮을 것으로 보임)가 존재하고, 둘째 소년원이라는 환경적 제약
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셋째 교육을 담당하는 직
원의 전문성에 있어서의 차이(청소년비행예방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정도, 
근무기간, 이전 근무장소 등)가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기관의 자율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바, 비행정도가 낮은 청소년으로 구성되고, 보다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적으로 청소년비행예방교육만을 
실시하고,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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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비행청소년예방센터 및 소년원 직원과의 인터뷰 결과

1. 인터뷰 대상 및 설문내용

  센터직원 7명(창원센터 대안교육담당, 청주센터 대안교육담당, 서울남부센터 
대안교육담당, 대구센터 대안교육담당, 서울북부센터 대안교육담당, 인천센터 
대안교육담당, 부산센터 대안교육담당)과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담당하는 직
원 4명(대전소년원 대안교육담당, 제주소년원 대안교육담당, 대전소년원 상담
조사담당, 제주소년원 상담조사담당)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서의 설문내용은 부록에 첨부한 바와 같이 사회적응률 및 만족도 
관련, 센터와 소년원간의 사회적응률 차이 관련, 개선방안 관련 이렇게 3개의 
큰 주제에 관하여 모두 9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2. 사회적응률 및 만족도 관련 인터뷰

1) 사회적응률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터뷰 결과 사회적응률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엄격한 관리
가 중요하다고 보거나 소년원에서의 수용시설 체험교육 등 자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학교생활에 더욱 충실하게 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으나, 가르치는 사
람의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와 학생과의 소통(communication)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아무래도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밖에서 안 좋은 시선을 받았
던 친구들이 대부분이예요  ... 마음의 상처가 큰 아이들이 많지요  ...  강압
적인 태도보다는 우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마음을 열
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인터뷰 내용 중)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주입식의 예방교육보다는 체험교육이
나 모의재판 등이 호응도가 높아서 아이들의 만족도나 적응률에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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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참여도가 더 좋지요.  특히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집단상담)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어 효과가 좋고, 자신
의 내면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역할극 등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
는 것이 만족도나 적응률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인터뷰 내용 중)

  일부 직원들은 아이들 스스로의 개선의지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는데,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끝까지 남고 또한 참여도가 좋다고 말했고, 일부의 경우
는 만족도는 교육기간 중의 애정정도나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보지만, 사회적응
률의 경우는 오히려 부모님과의 관계 등 가정환경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아 보
호자 교육과의 병행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하였다. 

  정리해보면, 사회적응률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르치는 사람
의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와 학생과의 소통(communication)이 가장 중요하므
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고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방적인 주입식의 예방교육보다는 체험교육이나 모의재판 등의 직접 참
여하는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참여도가 높으므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늘려서 아
이들의 호응도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개선의지가 중요하므로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할 실수를 하지 않도록 피
해상대방과의 역할을 바꾸어 보아 그들의 고통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2) 교육인원의 증가에 따른 성과의 차이
  교육을 받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만족도나 사회적응률에 영향을 미
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11명 중 
8명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3명은 특별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



- 44 -

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개별적인 신상파악
이 힘들어 지고, 개인에게 신경을 덜 써주게 되어 선생님과의 의사소통
(communication)이 감소하므로 자연스럽게 만족도나 사회적응률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였다.

    “아이들의 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하나하나에게 신경을 쓸 수 있는 기회
가 줄어드니까요  ... 교육하는 중간 중간 아이들 각자에게 개별적인 상담을 
해주기가 어렵고, 아이들의 신상파악도 힘들어지지요  ... 아이들이 한눈에 들
어오지 않아서 수업을 진행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학생들의 집중도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인터뷰 내용 중)

  참여 학생의 수가 많아지면 아이들 끼리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특히 시끄
럽고 안 좋은 아이들끼리 어울려 전체적인 수업분위기를 흐리게 되고, 선생님
의 경우에도 통제가 힘들어져 수업진행에 애로가 많아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집중도도 하락하게 된다고 보는 견해도 많았다.  또한 인원증가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에의 직접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인원이 적을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신경이 덜 쓰여 수업이 편하죠  ... 인
원이 많아지면 역할극 등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적어지고 참여가 적어
져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 이런 것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을까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인터뷰 내용 중)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교육을 받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만
족도나 사회적응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개별적인 
신상파악이 힘들어 지고, 개인에게 신경을 덜 써주게 되어 선생님과의 의사소
통(communication)이 감소되며, 시끄럽고 안 좋은 아이들끼리 어울려 전체적
인 수업분위기를 흐리게 되고, 통제가 힘들어져 수업진행에 애로가 많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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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아이들의 집중도도 하락하게 되며, 인원증가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3) 교육인원 증가와 만족도의 관계
  교육받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사회적응률과는 달리 만족도는 낮
아지지 않으며 센터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바, 그 원인
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만족도는 주관적인 것으로서 개인적인 성
향의 문제이므로 인원수의 증가보다는 센터별 강사의 역량이나 기타요건(시설, 
식사, 간식, 편하게 교육받는 정도 등)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답변도 있었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경우 선택항목의 차이가 모호하여 아이들이 
그냥 좋은 항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 끝나는 날 만족도를 평가하므로 아이들이 기분이 좋아서 그냥 좋
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교육인원이 많아지면 친구들이 많아져서 관계형성이 더 좋아지므로 거기
에서 오는 만족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인터뷰 내용 중)

  특히, 마지막 답변의 경우에는 교육인원수가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데, 이는 비행예방센터의 경우 예측과는 반대방향(정의 상관관
계)으로 중간(moderate) 내지 강한(strong) 관계인 것으로 나타난 실증 데이
터의 결과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보면, 교육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사회적응률과는 달리 만족도는 
낮아지지 않으며 센터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바, 그 원
인으로는 만족도는 주관적인 것으로서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로서 인원수의 증
가보다는 센터별 강사의 역량이나 기타요건(시설, 식사, 간식, 편하게 교육받는 
정도 등)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만족도의 선택항목의 모호성, 그리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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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인원수 증가에 따른 관계형성의 증가로 인한 만족도의 상승 등을 들 수 있
다.

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소년원대행 간의 사회적응률 차이 관련 인터뷰

  앞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소년원대행 간의 사회적응률 차이와 관련하여 
첫째 양자 간에 교육받는 학생의 구성에 있어서 차이(소년원 대행의 경우가 비
행의 정도가 더 높은 청소년들이 많아서 사회적응률이 보다 낮을 것으로 보임)
가 존재하고, 둘째 소년원이라는 환경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는 프
로그램이 존재하며, 셋째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성에 있어서의 차이(청
소년비행예방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정도, 근무기간, 이전 근무장소 등)가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기관의 업무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청소년비
행예방센터가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직원의 인터뷰를 
토대로 자세히 검토해 보겠다.

1) 학생구성의 차이
  청소년비행예방교육의 교육대상은 법원에서 대안교육명령 처분을 받은 청소
년,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선도유예자), 그리고 학
교에서 학교폭력,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되는
바, 일반적으로 소년원 대행의 경우에는 비행정도가 심한 법원이나 검찰에서 
의뢰한 청소년들이 많아서 사회적응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2014년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도에 대안교육을 받은 청소년
의 의뢰기관에 관한 분류가 나와 있는데,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이 된 청소년비
행예방센터의 전체 의뢰 청소년 대비 법원 및 검찰에서 의뢰된 청소년의 비율
은 39%로 소년원 대행에서의 전체 의뢰 청소년 대비 법원 및 검찰에서 의뢰
된 청소년의 비율인 18% 보다 높았다11). 이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로서, 비행정도가 다른 학생의 구성비율의 차이가 교육주체에 따른 비행청
소년의 사회적응률의 격차를 설명해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님을 보여준다.  

11) 2014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 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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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나 검찰에서 의뢰한 학생들의 경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가 되어 실형을 받게 되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만, 학교에서 의뢰한 학생들의 경우 여기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더라
도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고 또한 수업일수가 부족한 학생들이
거나 폭력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수업분위기가 더 산만하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인터뷰 내용 중)

  다수의 직원들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의뢰한 청소년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에서 의뢰한 청소년들은 참여도나 수업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보
는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전체 의뢰 청소년 대비 법원 및 검찰에서 의뢰된 
청소년의 비율은 39%로 소년원 대행에서의 전체 의뢰 청소년 대비 법원 및 
검찰에서 의뢰된 청소년의 비율인 18% 보다 높은 상황에서 참여도와 수업분
위기가 좋은 법원 및 검찰의뢰 청소년들이 많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사회적
응률이 오히려 더 높게 나온다는 설명도 가능해 보인다.

2) 교육 프로그램의 차이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 비록 별도의 건물이기는 하지만 소년
원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소년원이라는 장소적, 환경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시하
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이러한 요인이 사회적응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업무로는 대안교육, 상담조사, 법교육, 청소년심
리상담, 보호자교육, 주말캠프 등이 있고, 그 중 대안교육의 내용으로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학교폭력 예방교육, 절도비행 예방교육, 교통안전교육, 인터넷 
및 약물중독 예방교육, 성비행 예방교육, 회복 프로그램, 진로 프로그램)과 심
리치료 프로그램(자아성장, 미술치료, 영화치료, 분노조절, 감수성 훈련, 역할
극, 도형상담)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직접 몸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깨우치는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체험교육 프로그램(봉사활동, 장애
체험, 생활예절, 미술·원예치료, 생활도예, 등산·신체훈련, 문화예술교육, 모의
법정)이 있다.  그런데, 조사결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는 달리 소년원내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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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법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체험교육 프로그램 중 모의법정체험을 할 수 
없고, 봉사활동이나 몇몇 캠프 등을 할 수 없는 것 이외에는 비행예방교육, 체
험교육,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에 있어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소년원에서 대
행하는 경우 사이에 프로그램상의 큰 차이는 없었다.  이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소년원 대행사이의 교육 프로그램의 차이가 크지 
않아 이것이 교육주체에 따른 비행청소년의 사회적응률의 격차를 설명해 준다
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3) 교육담당 직원의 전문성의 차이

(1) 근무기간 및 이전 근무장소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을 담당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예전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 경우 보다 전문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체로 소년원에서 센터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담당직원의 현재 업무에 대
한 근무기간(2년, 7개월, 5개월, 1개월)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담당직원의 근
무기간(4년, 3년, 3년, 3년, 1년, 10개월, 4개월)보다 짧았다. 일부직원만을 대
상으로 인터뷰한 것이므로 이것만 가지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들의 근무
기간이 소년원 대행의 경우보다 길어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
하기는 어려우나,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소년원의 업무와 
센터업무를 모두 수행하여야 하므로 업무과중이 심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년원 센터업무 담당직원의 인터뷰 내용은 주의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저희는 센터업무만 하는게 아니고, 당직도 서고 호송이나 행정처리업무 
등 소년원 업무도 같이 하고 있죠 ... 업무적 부담이 크다보니 몸도 피곤하고 
... 그래서 조금 빨리 다른 업무로 이전을 신청하기도 하는 것 같네요.”
(소년원 센터업무 담당직원 인터뷰 내용 중)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의 경우, 소년원에서 센터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소



- 49 -

년원에서 행정업무 등 다른 업무를 하였거나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등 이
전에 유사한 업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가 전혀 없었고, 청소년비행예방센
터의 경우에도 1명이 심사원에서 위탁생 담임교육을 담당하였고, 1명은 보호
관찰소에서 상담교육이나 준법교육 등의 교육을 담당한 적이 있었으나 그 외
에는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행정업무 등 다른 유형의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년원에서 센터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청소
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에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의 부설로 되어있어 순
환보직에 의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업무와 소년원 등의 다른 업무를 돌아
가며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렇듯 청소년비행예방교육 업무만을 
계속 수행하지 못하고 소년원의 일반 행정업무와 번갈아 수행하는 것은 담당
직원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보면, 소년원에서 센터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청소년비행예
방센터의 경우에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의 부설로 되어있어 순환보직에 
의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업무와 소년원 등의 다른 업무를 돌아가며 수행
하기 때문에 담당업무의 연계성에 의한 전문성의 확보에는 양자 간에 큰 차이
가 없어 보이며, 다만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소년원의 업
무와 센터업무를 모두 수행하여야 하므로 업무과중이 심하여 다른 곳으로 이
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비하여 근무기간이 짧아지
게 되는바 이 경우 양자 사이에 전문성에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2) 청소년비행예방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정도
  청소년비행예방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경우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증
가하고 또한 보다 효율적인 교육방법 등을 습득하게 되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전문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
  소년원의 경우 법무부 소속이므로 소관업무와 상관없이 법무부에서 주관하
는 법무연수원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그 중 직무와 관련된 교육 즉 청소년비
행예방교육도 받고 있었는바, 소년원에서 센터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인터뷰 
대상 직원 4명 중 2명이 비행예방교육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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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 역시 법무부 소속이므로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무연수원 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그 외에도 안산센터에서 주관하는 청소년비
행예방교육 관련 전문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안산센터 교육지
원팀의 담당자와 상담해본 결과, 안산센터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중추적 기
능을 담당하는 센터중의 센터로서 일반적인 센터업무 외에도 새로운 교육프로
그램의 개발 및 센터직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바, 센터직원에 대한 교
육으로 보다 효율적인 강의방법에 대한 교육과 새로운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에 대한 교육, 공직자 청렴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센터직원에 대한 교육
은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나 기관별로 1-2명씩 참가하도록 되어있어 센터의 비
행예방교육 담당직원은 매년 한 두번 정도 참가하여 교육방법등에 대한 교육
을 받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신청하여 받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인터뷰 대상 직원은 7명 전원이 
비행예방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법무연수원교육 내지는 안산센터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직원의 경우 안산센터에서 예방교육사자격증 
교육을 이수한 후 예방교육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등 전문적인 교육이 이
루어지고 있었다.

  정리해보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나 소년원의 센터기능 대행의 경우 모두 법
무부의 법무연수원에서 직무 관련 교육을 받고 있으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
원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안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전문적인 
비행예방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바, 청소년비행예방교육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
고 또한 보다 효율적인 교육방법 등을 습득하게 되어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 보다 전문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4) 업무특성의 차이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만을 목표로 전 직원이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
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소년원의 일부 부서로서 소수의 직원이 비행예방교
육에 참여하는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소년원 간에는 업무특성의 차이가 존재하
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성과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관하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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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겠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 모든 직원이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만을 
목표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
는 경우에는  일부 소수의 직원만이 비행예방교육 업무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은 소년원 직원이므로 청소년비행예방교육 업무와 
더불어 소년원의 업무(당직, 호송, 행정처리업무 등)도 수행하게 되어 업무가 
과중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업무과중은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
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성과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4일에 한번정도 당직을 서는데, 당직 다음날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게 되
면 정말 힘들어요 ... 몸이 피곤하다보니까 머리가 멍해져서 아이들을 교육하
다가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교육과 수용을 동시에 담당하다 보니 ... 업무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게 
사실이죠.”
(소년원의 센터업무 담당직원 인터뷰 내용 중)

  정리해보면, 소년원에서 센터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의 경우 대부분이 소년원
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업무과중과 그로인한 피곤함을 호소
하고 있었고, 이러한 업무과중은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쳐서 그 성과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요인
  그밖에 교육기관이 아닌 수용시설 안에서 교육을 받다보니 아이들에게 거부
감이 생기고 또한 주눅들게 되어서 성과가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
으나, 이와 반대로 소년원에서의 수용시설 체험교육 등 자극적인 경험을 통해
서 학교생활에 더욱 충실하게 되고 엄격한 교육 후에 느끼는 뿌듯함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도 있었는바, 당해 요인이 비행예방교육의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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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행예방교육의 개선방안 관련 인터뷰

1) 인력부족, 업무과중 관련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 교육수요에 비하여 공간과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가 가중되고 즉시성 있
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센
터수를 늘리고 직원을 보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즉시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행초기단계의 청소년의 경우 초기단계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이를 고치
는 것이 가능한데 ... 현재는 교육수요에 비해서 센터수와 인력이 많이 부족하
여 대기시간도 길고 ... 적시성 있는 교육을 위해 센터수를 늘리고 직원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인터뷰 내용 중)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 청소년비행예방교육 업무와 더불어 
소년원의 업무(당직, 호송, 행정처리업무 등)도 수행하게 되어 업무가 과중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업무과중은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의 질에
도 영향을 미쳐서 그 성과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비
행예방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년원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 교육 프로그램 관련
  청소년비행예방교육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주입식의 예방
교육보다는 각종 체험교육이나 모의재판 등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이들
의 호응도가 높으므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늘려서 아이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
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기존의 프로그램에 더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주제를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여 보다 현실적인 교육
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기간이 조금 길어서 교육이 지루해지
고 아이들에게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교육기간을 조금 줄여서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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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위주로 보다 강하게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도 있었다.

  정리해보면, 일방적인 주입식의 예방교육보다는 각종 체험교육이나 모의재판 
등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되, 최근 문제가 되고 아이
들에게 관심이 많은 주제를 선별하여 보다 현실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고, 또한 
교육기간을 조금 줄여서 효율적인 체험학습 위주로 보다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 센터의 독립성 관련
  현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의 예하로 되어있는
바, 다수의 응답자들이 개선해야할 점으로 센터의 독립성을 들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신속한 업무처리가 힘들고, 비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인사상 불이익의 
존재 등이 있었다.

    “센터가 소년원의 예하에 있다보니까 ...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힘들고 ... 비효율적이죠.”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요 ... 아무래도 상부에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 센
터가 근무성적을 낮게 받는 경향이 있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인터뷰 내용 중)

  그 외에도 비행예방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센터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의 예하에 있게 되면 순환근무
에 의해서 행정업무와 교육업무를 번갈아 하게 되나, 독립된 기관이 되면 청소
년비행예방센터 내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므로 업무의 연속성을 통한 전문
성의 확보가 용이해 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이전 
근무지가 청소년비행예방교육과 관계가 있었던 직원이 거의 없었는데 보다 전
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센터의 독립기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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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각 센터별 비행
예방교육이수자 인원의 증가율의 크기에 따른 성과(교육이수학생의 만족도와 
사회적응률)의 차이를 각 센터별로 비교하고,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센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간의 성과(교육이수학생의 사회
적응률)를 비교해 보았다.  또한 비행청소년예방센터에서 대안교육이나 상담조
사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비행청소년예방센터 업무종
사자들과 접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재의 비행청소년예방센터의 실
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변수 간 관계의 밀접한 정도와 관련성 및 그 원
인 등을 분석하였고, 향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청소년비행예방교육에 있어서
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 증가율의 변화에 따른 교육수료학생의 사
회적응률을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해본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 r 
(Pearson's r)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 -0.85, 소년원에서 대행하는 경
우 -0.7로 강한(strong)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교육받는 인
원이 증가하면 개별적인 신상파악이 힘들어 지고, 개인에게 신경을 덜 써주게 
되어 선생님과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감소되며, 시끄럽고 안 좋은 아
이들끼리 어울려 전체적인 수업분위기를 흐리게 되고, 통제가 힘들어져 수업진
행에 애로가 많아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집중도도 하락하게 되며, 인원증가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 증가율의 변화에 따른 교육이수학생의 만
족도를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해본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 r 
(Pearson's r)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 0.68, 소년원에서 대행하는 경우 
0.04로 나왔다.  양자 모두 예상과 달리 양의 상관관계가 나왔으며, 센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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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예측과는 반대방향으로 중간(moderate) 내지 강한(strong) 관계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만족도는 주관적인 것으로서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로서 인원수의 증가보다는 센터별 강사의 역량이나 기타요건(시설, 식사, 
간식, 편하게 교육받는 정도 등)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만족도의 선택항
목의 모호성, 그리고 교육인원수 증가에 따른 관계형성의 증가로 인한 만족도
의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교육주체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의 경우가 소년원대행의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교육이수 학생증가율 대비 사회
적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의 차이, 교육담당직원
의 전문성 차이, 업무특성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비행예방교육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인력부족, 업무과중과 관련하여 교육수
요에 비하여 공간과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가 가중되고 즉시성 있는 교육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센터수를 늘리고 직원을 보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즉시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 
청소년비행예방교육 업무와 더불어 소년원의 업무(당직, 호송, 행정처리업무 
등)도 수행하여 업무가 과중되고 이는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성과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비행예방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년원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주입식
의 예방교육보다는 각종 체험교육이나 모의재판 등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호응도가 높으므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늘려서 아이들의 참여를 높여
야 하고, 기존의 프로그램에 더하여 현재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주제를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여 보다 현실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육기간을 
조금 줄여서 효율적인 체험학습 위주로 보다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
하다. 셋째, 센터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제고 
및 비행예방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의 독립기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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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이론적 · 정책적 함의

  첫째, 업무량(교육인원)의 증가에 따른 성과(사회적응률)의 차이가 나타났는
바, 이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초과인력인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심리적 소진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대한 대안으
로 담당직원의 확충과 외부 전문인력의 투입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주체의 차이(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소년원)에 
따른 성과(사회적응률)의 차이도 나타났는바, 그 원인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의 
차이, 교육담당직원의 전문성 차이, 업무특성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비행예방교육 등을 통해 소년원의 담당직원의 전
문성을 증가시키고 소년원 업무에서 제외시켜 업무부담을 덜어주어야 하고, 장
기적으로는 센터는 확충하여 비행예방교육은 보다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둘째, 비행청소년예방센터 평가 또는 비행청소년예방센터 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는 거의 대부분 참가학생의 만
족도나 의뢰교사의 평정에 의해 대안교육의 효과를 분석 하였는바, 본 연구는 
센터 간 비교를 통하여 업무량증가가 성과지표(사회적응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교육주체의 차이에 따른 조직특성 등이 성과지표(사회적응률)에 미치
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오늘날 공공부문에 대한 평가는 
공공부문의 특성상 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기가 어려워 정확한 평가가 어렵고, 
많은 경우 내부적으로만 평가를 진행하고 끝내는 등 ‘평가를 위한 평가’인 경
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응률과 만족도라는 성과지표를 활용하
여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사이의 성과비교를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청소년의 비행은 개인,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 등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이들에게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기관협력체제가 필요하다(권해수, 
2012). 이를 위해 향후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속적으로 사법기관,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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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복지기관 등의 공공 .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내외의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비행예방센
터를 법률상의 독립기구로 승격시키고 소년법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역할, 
조직,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
므로 앞으로 지역사회 내 기관 증설과 인력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청
소년비행예방센터가 위기청소년 및 학교의 장이 의뢰하는 대안교육, 검찰·법원 
단계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재비행 방지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예방교육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박영규, 2012).

제 3절 연구의 한계

  첫째,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만으로 각 센터별 비행
예방교육이수자 인원의 증가율의 크기에 따른 성과(교육이수자의 만족도와 사
회적응률)의 차이 및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간의 성과(교육이수자의 사회적응률)의 차이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객관적 
수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는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비행청소년예방센터 
업무종사자들과 접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재의 비행청소년예방센터
의 실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터뷰 내용과 기존
의 효과분석 문헌들을 참조하여 보다 유기적으로 연구결과를 바라보고 해석하
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총 16개 비행청소년예방센터 중 2012년 전에 
본격적인 센터업무를 시작하여 성과비교가 가능한 6개 센터(부산·창원·대구·광
주·청주·안산 센터)와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4개 소년원(전주·대전·춘천·제주 소
년원)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렇게 11개 기관으로서 그 수가 적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연구대상을 설정한 까닭은 본 연구의 목적이 각 센터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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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비행예방교육 인원의 증가율의 크기에 따른 성과(교육
이수자의 만족도와 사회적응률)의 차이를 각 센터별로 비교함으로서 업무량 과
다의 효과를 살펴는 것과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센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간의 성과(교육이수자의 만족도와 사회적응률)를 비
교함으로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므로 이
를 위해서는 2개년도의 만족도 및 사회적응률 자료가 존재하여야 하고, 더욱
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 만족도 및 사회적응률 조사는 전년도 조사결
과를 차년도에 분석하고 있어서 2015년도 현재의 최근자료로는 2013년 수료
자에 대하여 실시한 교육 만족도 및 사회적응률 조사결과를 2014년도에 분석
한 자료이므로 2개년도의 자료를 가질 수 있는 기관은 2012년도 이전에 본격
적인 센터업무를 시작한 센터만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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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센터직원 전화 인터뷰 질문서

1. 적응률.만족도 관련

1) 센터에서는 교육이수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6개월 
후에 전화로 사회적응률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응률과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2) 교육인원이 많아지는 경우, 즉 교육이수학생수의 증가율도 사회적응률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사회적응률과 달리 만족도의 경우에는 교육이수학생수의 증가율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센터와 소년원간 사회적응률 차이 관련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 사이에 교육이수 학
생의 사회적응률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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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근무처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얼마인가요?

3) 이전에 근무하신 곳은 어딘가요?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곳에서 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4) 비행청소년 교육관련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5)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문

3. 센터 개선방안 관련

센터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bstract

Effects of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education
- Focusing on th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Hun Oak, Ch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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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issues on juvenile delinquency and recidivism have 
been taken seriously. Preventive measures for offenders with criminal 
tendencies can be very limited when the action is too late. 
Therefore, fundamental policy and proactive prevention measures for 
early stage delinquent is critical.

  Under this background, with the emerging need for the juvenile 
justic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was established in 
2007. The old ways of tracking post prevention policy were replaced 
with proactive prevention policies.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showed much higher satisfaction among students who 
participated into the programs. It also affected positively on the 
students’ class attitude, attendance rate, and compliance with school 
rules. However, there were some major issues. First, there was lack 
of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s’ within the country. 
Second, each center did not have enough personnel compared to its 
actual demand. Last but not the least, the Center was structured as 
a subsystem of the juvenile's reformatory, which caused confusion 
among the students in terms of their identity.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excessive workloads of our 
current facility situation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in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increase of personnel for 
each center. In addition, in this paper, I’d like to prove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each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ase of performing its own center operations 
and in the case of a subsystem of the juvenile's reformatory. To 
achieve the goals, this paper analyzes interrelation on the key 
variables through a telephone interviews with center staff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Here are the key summary findings.

  First, a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adaptation rate of students and increasing 
educators within the centers.

  Secondly, the study showed that independent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s had much better results than the ones affiliated 
with Juvenile reformatory. The students showed increased % of 
course completion and higher social adjustment rate. The causes 
may be the difference of the educational program, the difference 
between quality/expertise of the staff, and differences in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the improvement plan of delinquent prevention 
program, first of all, growing the number of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and its employees are the key to success. For 
those staff who are responsible for delinquent prevention training, it 
is critical to let them focus on the program. We should exclude them 
from the “juvenile reformatory” duty.



Next, with regard to the independence of the Center, an 
Independency of th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is 
necessary in order to ensure the program expertise, quality and 
efficiency.

Keywords :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Preventive 
Education, Correlation Analysis, Heavy Work,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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