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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청소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실무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프로그램을 합리성과 

현장성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요구조사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청

소년절도비행 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의 보호직 공무원과 교육 강사 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무자들은 자기통제력 부족과 높은 충동성 문제를 절도비행청소년의 주된 

특징으로 보고하였으며, 또래동조 및 가정문제가 절도비행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 절도비

행 재범방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심리적 문제 이해, 또래 관계, 준법의식 고취, 분노 및 충동 조절, 부정적 

정서 다루기, 대안 행동 찾기 등 재범방지 연습, 도덕성 발달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

년 절도비행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가정, 또래 등 다차원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시사점과 향후 지원 방향,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절도, 비행청소년, 청소년 범죄, 재범방지, 요구조사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improve the youth theft prevention program with rationality and 

practicality, based on the needs of practitioners who conduct these programs in fields.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prepared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on 72 

probation officers and education instructors nationwide running a youth theft prevention program. 

As a result, practitioners reported the lack of self-control and high impulsivity a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theft delinquent adolescents. And they recognized peer alignment and family 

problems as the causes of theft. As for the contents of the program, they reported that recidivism 

prevention skills such as understanding psychological problems, peer relationships, raising a sense 

of law compliance, anger, impulse control, dealing with negative emotions, and finding alternative 

behaviors, as well as moral development, are necessar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multi-dimensional interventions such as individuals, families, and peers are needed to prevent 

recidivism of juvenile theft.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limitations 

and significance of the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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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10년 동안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가 차지

하는 비율(소년비)은 2009년 5.8%에서 2018년 3.9%

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비행은 꾸준히 약 50%의 비율을 나타내면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소년 형법범죄 유형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1]. 이 중 14∼15세 비율의 증가는 재산비행이 

저연령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어린 나이에 비행을 접

할수록 학교생활부적응, 가출, 자살시도, 게임중독 등 

청소년의 개인 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환경에 걸쳐서까지 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청소년의 비행과 재범을 예방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1,2]. 특히 절도비행은 다른 비행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의 

2019 범죄분석에 따르면 재산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중 

약 50%는 1회 이상의 재범 경험이 있었으며, 그중에서

도 절도 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3]. 이러

한 높은 재범률의 원인은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부

모의 방임, 학교 중도탈락, 가출로 인한 생활비 마련, 

약한 처벌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4,5]. 반복되는 절

도는 갈수록 지능화, 흉악화될 수 있으며, 음주, 흡연과 

같은 지위비행이나 폭행, 성범죄, 도박, 무면허 운전 등 

다른 범죄와 동반될 수 있다[6-9]. 따라서 절도비행청

소년의 재범을 막고, 바람직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조기의 적절한 개입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절도비행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

해 개발되고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매우 소수이다. 청소

년 절도비행 프로그램은 국가기관의 요구로 개발된 프

로그램 연구와 이외의 학술 문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국가기관의 요구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인지행동치료에 기반을 두었으며, 절도와 

관련된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거나 충동성을 줄이고 자

기통제력을 증진시키는 등 바람직한 행동의 학습을 통

해 절도비행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면 첫째, 2008년 법무부에서 개발한 절도비행 예방

프로그램 “선택과 책임의 주체는 나”[10]는 절도를 통

한 최악의 결과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충동 억제 및 책임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한 회기당 90

분씩, 총 8회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절도에 대한 교육, 

원인 탐색, 결과 인식, 바람직한 미래설계 등의 내용으

로 구성되었다. 둘째, 2011년 법무부에서 개발한 강·절

도 비행재범방지프로그램 “선택과 책임의 주체는 

나”[11]는 2008년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

하였으며,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하였다. 프로그램은 한 회기당 90분씩, 

총 12회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행과 관련된 생각 및 

행동의 변화, 충동 억제, 절도에 따른 결과 인식, 올바

른 경제 관념을 심어주는 것 등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2019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고위

기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개입 매뉴얼: 비행편”[12]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절도, 폭력 비행청소년의 재

범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한 회기당 60∼

90분씩, 총 10회기로 이루어져 있다. 초기엔 집단에 대

한 친밀감 및 참여 의지 증진을, 중기엔 절도 및 폭력 

비행과 관련된 정서조절과 사회기술 능력을 향상시키

는 것 및 바람직한 행동계획 수립을, 마지막으로 후기

엔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

적인 미래를 설계하며, 의지를 다지는 내용으로 구성되

었다. 또한, 시범실시를 통해 긍정적인 자기표상 증가 

및 충동성, 신체적 공격성, 적대감 감소의 결과를 확인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학술 문헌을 통해 발표된 절도비행 프로그램 역시 

매우 소수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에 교류분석이론 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관련 

문헌[13]은 교류분석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절도비행청

소년의 성격, 자아와 같은 내적 요인 탐색 및 변화를 통

한 비행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한 회기당 

50분씩, 총 10회기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은 성격 및 

자아에 대한 이해, 교류패턴 분석, 스트로크 탐색, 건설

적인 삶을 계획해보는 것으로 구성되었고, 또래동조성

과 자아존중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둘째, 

2015년에 가족치료를 통한 여중생의 도벽문제 개선에 

대한 사례연구[14]는 청소년 도벽문제에서 선행 및 보

호 요인 역할을 하는 가족에 개입함으로써 문제를 개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한 회기당 60∼

120분씩, 추후상담까지 포함하여 총 16회기로 이루어

져 있다.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의사소통방식과 부모

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도벽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에 근

거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7개월 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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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상담 결과 내담자의 도벽문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2008년에 법무부에서 개발한 절도비행 

예방프로그램[9]을 재구성하여 효과를 검증한 문헌[15]

은 절도비행청소년의 바람직하지 않은 충동성과 스스

로를 억누를 수 있는 통제력에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

하여 사회적 적응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

었다. 프로그램은 한 회기당 60분씩, 총 10회기로 이루

어져 있다. 내용은 절도에 대한 생각과 태도 개선 및 긍

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택을 해보고, 이를 일

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비행과 관련된 중요 영역에 집중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시 바람직하지 않은 충동성을 억누르고, 통제력을 증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절도비행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은 절도가 

청소년 비행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달리 다른 

비행에 비해 연구의 수가 매우 적었다. 더불어 각 연구

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법무부의 요구에 

의해 2008년에 개발된 프로그램은 2011년에 개정되었

으나 사용된 사례나 자료가 오래되어 현재의 상황을 적

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 이론을 적용하여 개발되었는데 최근에는 

인지를 직접 다루는 것이 역설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증

가시킬 수 있다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16,17]. 청

소년의 부적응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서도 인지행

동치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용전념치료나 마음

챙김 기법을 사용하였다[18,19]. 이러한 점은 법무부 

관련기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최신이론을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

원의 프로그램은 세부적인 비행보다는 전반적인 비행

을 다루기 때문에 절도비행청소년의 특성을 구체적으

로 초점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학술문헌에 발표

된 프로그램은 학술적 특성상 교류분석이나 가족치료 

등 특정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하였고, 이후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미디어가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청소년들은 커뮤니티

나 SNS를 통해 절도를 하는 방법, 처벌을 피하는 방법

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비행에 대한 노출 증가

와 비행청소년과의 교류가 보다 용이해졌으며[20,21],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의 증가, 개인의 개성과 표현 중

시, 가족, 지인 등 가까운 인물을 제외한 타인에 대한 

신뢰도 감소 등 새롭게 대두되는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22-24]. 더불어 실무자의 사정을 고

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시범실시가 일부 지역, 적은 인

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반화가 곤란하고, 

실시 결과에 대한 문헌이 거의 없어서 효과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의 한계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

다. 특히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소, 

범죄예방센터, 소년원 등에서 ‘절도 예방프로그램’이라

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의 경험

과 지식이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또한, 주어진 시간과 예산 등이 한정되어 있고, 

의뢰 기관의 요구 조건도 고려해야 하며, 절도비행청소

년마다 동기와 특성 등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실무자 대상 요구조사를 실시하

고, 이를 통해 현장성과 이론적 토대를 갖춘 절도비행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존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무

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청소년 절도 재범방지 통

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청소년 절도비행 예방프로그램 지원체계

에 대한 실무자 중심 요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청소년 

절도비행 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의 보호직 

공무원과 교육 강사 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보호직 공무원은 37명(51.4%), 

교육 강사는 35명(48.6%)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 36

명(50%), 여자 36명(50%)으로 남녀 비율이 동일하였다.

실무자들의 전공으로는 심리 및 상담학과 17명

(23.6%), 청소년(지도)학과 4명(5.6%), 교육학과 5명

(6.9%), 사회복지학과 7명(9.7%), 교정/행정/법학과 20

명(27.8%), 기타 19명(26.4%)이었으며, 이들이 소지하

고 있는 관련 자격증은 교사 9명(12.6%), 사회복지사 

16명(22.4%), 임상심리사 3명(4.2%), 청소년지도사 12

명(16.8%), 법무부 조사관 11명(15.4%), 없음 11명

(15.4%)이었으며 기타 35명(49%)으로 학교폭력예방상

담사, 청소년상담사, 에니어그램 일반강사, 범죄심리사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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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측정도구

2.2.1. 요구조사 설문지

청소년 절도비행 예방프로그램 지원체계에 대한 실

무자 요구조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연구진이 구성하였다. 이후 예비 요구조사의 내

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청소년 절도 재범방지 프로

그램을 진행하는 실무자 4명과 소년원에서 상담프로그

램을 진행하는 6명의 실무자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된 설문지를 실무자들에게 제

시하고 문항에 대한 필요성과 추가 제시해야 할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바

탕으로 예비요구조사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구조사 설문지를 제

작하였다. 요구조사 설문지는 크게 절도비행청소년의 

특성, 청소년 절도 재범방지 프로그램 내용 영역으로 

구조화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프로

그램 실행과 관련된 내용을 주관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절도비행청소년의 특징 영역에 대한 문항은 

총 6문항으로 절도비행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연관 있

는 비행유형, 정신병리적 특성, 성차 등을 알아볼 수 있

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절도 재범방지 프

로그램 내용 영역에 대한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프로

그램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 집단운영방식, 진행자의 자

격, 프로그램 구성 내용 등을 알아볼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SPSS 

21을 사용하였다. 요구조사 문항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백분율에 대

한 환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보고하

였고 빈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평가내용을 제시하였다.

3. 결과

3.1. 절도비행청소년의 특징

절도비행청소년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비행원인, 

연관 있는 비행유형, 정신병리적 특성, 성차에 대해 조

사하고 이에 대한 빈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다

음과 같다.

Table 1. Assumption of Cause to Juvenile Thiefs 

Frequency (%)

Content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High Peer 
Conformity

1
(1.4)

6
(8.3)

43
(59.7)

22
(30.6)

Self-Control 
Deficiency

7
(9.7)

42
(58.3)

23
(31.9)

High 
Impulsiveness

1
(1.4)

8
(11.1)

38
(52.8)

25
(34.7)

Family's Problem
1

(1.4)
12

(16.7)
44

(61.1)
15

(20.8)

Low Self-Esteem
1

(1.4)
15

(20.8)
43

(59.7)
13

(18.1)
High Negative 

Emotions
2

(2.8)
16

(22.2)
40

(55.6)
14

(19.4)
Game and 

Entertainment
3

(4.2)
15

(20.8)
37

(51.4)
17

(23.6)

Table 2. Other Type of Crime to Juvenile Thiefs

Frequency (%)

Content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Fraud
4

(5.6)
14

(19.4)
41

(56.9)
13

(18.1)

Gambling
1

(1.4)
12

(16.7)
14

(19.4)
36

(50)
9

(12.5)

Status Delinquency
1

(1.4)
9

(12.5)
18

(25)
33

(45.8)
11

(15.3)

Damage To Property
3

(4.2)
4

(5.6)
26

(36.1)
31

(43.1)
8

(11.1)

Violence
2

(2.8)
6

(8.3)
26

(36.1)
31

(43.1)
7

(9.7)

Sexual Crime
2

(2.8)
23

(31.9)
25

(34.7)
17

(23.6)
5

(6.9)

Drug Use
2

(2.8)
26

(36.1)
26

(36.1)
14

(19.4)
4

(5.6)

절도비행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직접적인 진술 32명

(44.4%), 자신의 경험적 판단 12명(16.7%), 심리검사 8

명(11.1%), 비행예측표 8명(11.1%), 보호자의 정보 제

공 7명(9.7%), 기타 의견으로 행동관찰, 교우관계 5명

(6.9%)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은 절도비행청소년의 비행의 원인을 나타내

고 있다. 이중 상위 3가지 항목을 살펴보면 높은 또래

동조성이 매우 관련 있음 22명(30.6%), 관련 있음 43

명(59.7%), 자기통제력 부족이 매우 관련 있음 23명

(31.9%), 관련 있음 42명(58.3%), 높은 충동성이 매우 

관련 있음 25명(34.7%), 관련 있음 38명(52.8%)으로 

나타났다.

Table 2는 절도비행과 연관 있는 범죄 유형을 나타

내고 있다. 이중 상위 3가지 항목을 살펴보면 사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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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 등)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매우 관

련 있음 13명(18.1%), 관련 있음 41명(56.9%)으로 나

타났다. 두 번째는 도박이 매우 관련 있음 9명(12.5%), 

관련 있음 36명(50%)으로 나타났고, 세 번째는 지위비

행이 매우 관련 있음 11명(15.3%), 관련 있음 33명

(45.8%)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절도비행청소년과 

관련된 정신병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중 상위 3가지 항

목을 살펴보면 품행장애가 23명(31.9%)으로 가장 높았

으며 뒤이어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 16명(22.2%), 주의

력결핍 과잉행동장애 10명(13.9%)으로 보고되었다.

Table 3. Psychopathological Disorder Associated 

with Juvenile Thiefs

Classification Frequency Ratio

Conduct Disorder 23 31.9%

Substance-Related and 

Addictive Disorders
16 22.2%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10 13.9%

Anxiety Disorder 6 8.3%

Depressive Disorder 3 4.2%

Intellectual Disability 2 2.8%

Absence 8 11.1%

And All That 4 5.6%

Total 72 100.0%

절도비행청소년 특성의 성차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

에 성차가 없다고 보도한 응답자는 50명(69.4%), 성차

가 있다고 보고한 응답자는 22명(30.6%)로 나타났다. 

성차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남자 청소년의 특징으

로는 ‘과시욕’, ‘충동성이 높고 조절능력이 낮음’, ‘폭력

성’, ‘호기심이 강함’, ‘담배, 자전거, 오토바이 등 절취 

물품 차이’, ‘무리지어 비행하는 특성이 강함’ 등을 보고

하였고, 여자 청소년의 특징으로는 ‘거짓 언변’, ‘불안이

나 애정의 결핍을 절도로 해소하려는 경향’, ‘우울성향’, 

‘과시치장’, ‘옷, 화장품, 장신구 등 절취물품 차이’ 등을 

보고하였다. 

절도비행청소년의 특징에 따른 결과를 종합해본다면 

절도비행청소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직접적인 보고, 실무자의 경험적 판단, 심리검사와 같은 

심리상담적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절

도비행의 원인에 대해서는 또래 동조성, 자기통제력 부

족, 높은 충동성, 가정문제 순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측면은 절도비행이 개인, 사회적 환경, 가정 등 다차원

적 측면을 통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

병리적 특성에 대해서는 품행장애, 물질관련 및 중독장

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순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절도비행의 원인에서 자기통제력 부족

과 높은 충동성의 측면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절

도비행청소년이 함께 저지를 수 있는 범죄유형은 사기, 

도박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이는 절도와 같은 경

제범죄에 포함된다. 한편 절도비행청소년의 성차에 대

해서는 차별적인 특성이 없다고 응답한 빈도가 다소 높

았다.

3.2. 청소년 절도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형식

청소년 절도 재범방지 프로그램 지원체계를 살펴보

기 위해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 집단운영방식, 

진행자의 자격, 프로그램 구성 내용 등을 조사하고 이

에 대한 빈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청소년 절도 재범방지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35명(48.6%)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필요 27명(37.5%), 보통 8명

(11.1%), 불필요 2명(2.8%)으로 약 86%가 새로운 청소

년 절도 재범방지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 절도 예방프로그램의 운영방식에 대한 적절

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단원 수, 프로그램 구성시간, 일

일 진행시간, 진행 기간, 진행자의 전공 및 자격을 조사

하였다. 먼저 집단원 수는 5∼9명(36명, 50.4%)이 적절

한 것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 구성시간은 총 5시간이

내(29명, 40.3%), 일일 1∼2시간(34명, 47.2%), 최대 1

주일 이내(66.6%)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

고되었다.

진행자의 전공 및 학력은 전공이 무관하다와 관련전

공(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등) 학사 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2명(30.6%)으로 동일하였다. 다음으로 관련전

공(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등) 석사 이상이 21명

(29.2%), 관련전공(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등) 박사 이

상이 5명(6.9%)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을 살펴보면 자

격증 유무는 상관없음이 23명(31.9%)으로 가장 많았

고, 관련 국가자격증(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

담교사) 2∼3급이 20명(27.8%), 관련 민간 자격증 2급 

이상이 8명(11.1%)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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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Juvenile Thefts Recidivism Prevention Program

Frequency (%)

Program Content

Necessity feasibility

Not at 

All

Not 

Really
Neutral Somewhat

Very 

Much

Not at 

All

Not 

Really
Neutral Somewhat

Very 

Much

Self-understanding 

- Psychological Problem 7(9.7) 45(62.5) 20(27.8) 2(2.8) 13(18.1) 41(56.9) 16(22.2)

- Peer Relationship 2(2.8) 6(8.3) 40(55.6) 24(33.3) 2(2.8) 11(15.3) 42(58.3) 17(23.6)

- Criminal Experience  1(1.4) 2(2.8) 10(13.9) 40(55.6) 19(26.4) 2(2.8) 16(22.2) 40(55.6) 14(19.4)

- School Maladjustment 1(1.4) 13(18.1) 40(55.6) 18(25) 2(2.8) 14(19.4) 44(61.1) 12(16.7)

- Home Environment 15(20.8) 39(54.2) 18(25) 9(12.5) 15(20.8) 37(51.4) 11(15.3)

- Heredity and Disposition 8(11.1) 32(44.4) 28(38.9) 4(5.6) 13(18.1) 30(41.7) 24(33.3) 5(6.9)

The Law-abiding spirit Education and Understanding about Judicial System   

- Promoting Law-abiding 
  Consciousness 

1(1.4) 8(11.1) 36(50) 27(37.5) 3(4.2) 11(15.3) 43(59.7) 15(20.8)

- Disposition case about Home and 
Abroad Juvenile Thefts

1(1.4) 15(20.8) 35(48.6) 21(29.2) 3(4.2) 14(19.4) 40(55.6) 15(20.8)

- Definition of Juvenile Thefts and 
Other Crime

1(1.4) 15(20.8) 40(55.6) 16(22.2) 16(22.2) 41(56.9) 15(20.8)

- The Judical System Associated with 
Thefts 

2(2.8) 15(20.8) 34(47.2) 21(29.2) 16(22.2) 39(54.2) 17(23.6)

Program Subject : ‘Cognition’ 

- Anger and Impulse Control 5(6.9) 42(58.3) 25(34.7) 2(2.8) 14(19.4) 42(58.3) 14(19.4)

- Understanding and Empathy about 
Victim

1(1.4) 5(6.9) 40(55.6) 26(36.1) 6(8.3) 18(25) 35(48.6) 13(18.1)

- Understanding and Coping Method 
about Stress

10(13.9) 49(68.1) 13(18.1) 1(1.4) 13(18.1) 48(66.7) 10(13.9)

- Value Education  2(2.8) 10(13.9) 34(47.2) 26(36.1) 2(2.8) 17(23.6) 39(54.2) 14(19.4)

- Mindset Shift(CBT etc) 1(1.4) 14(19.4) 45(62.5) 12(16.7) 3(4.2) 19(26.4) 41(56.9) 9(12.5)

- Strengths Exploration 2(2.8) 15(20.8) 37(51.4) 18(25) 2(2.8) 19(26.4) 38(52.8) 13(18.1)

- Self-assertiveness Training 1(1.4) 3(4.2) 15(20.8) 39(54.2) 14(19.4) 2(2.8) 20(27.8) 40(55.6) 10(13.9)

Program Subject : ‘Emotion’ 

- Negative Emotion Control
  (Depression, Anxiety etc) 

8(11.1) 46(63.9) 18(25) 2(2.8) 16(22.2) 43(59.7) 11(15.3)

- Self-Esteem Enhancement 10‘(13.9) 38(52.8) 24(33.3) 3(4.2) 15(20.8) 40(55.6) 14(19.4)

Program Subject : ‘Behavior’ 

- Prevention Practice of 
  Recidivism (Finding Alternative
  Behaviors etc)

7(9.7) 44(61.1) 21(29.2) 3(4.2) 14(19.4) 43(59.7) 12(16.7)

- Set of Life Goal and 
  Positive Effort 

10(13.9) 46(63.9) 16(22.2) 2(2.8) 12(16.7) 46(63.9) 12(16.7)

- Leisure Activity and Daily Life
  Management

3(4.2) 15(20.8) 40(55.6) 14(19.4) 5(6.9) 21(29.2) 39(54.2) 7(9.7)

Program Subject : ‘Other Education’

- Moral Development 1(1.4) 8(11.1) 46(63.9) 17(23.6) 4(5.6) 19(26.4) 37(51.4) 12(16.7)

- Career Guidance 2(2.8) 15(20.8) 43(59.7) 12(16.7) 1(1.4) 16(22.2) 44(61.1) 11(15.3)

- Family Counseling and Family 
Relationships Enrichment

1(1.4) 18(25) 33(45.8) 20(27.8) 7(9.7) 25(34.7) 30(41.7) 10(13.9)

- Prevention Education of Status 
Delinquency(Drinking, Smoking etc)

1(1.4) 18(25) 37(51.4) 16(22.2) 3(4.2) 18(25) 36(50) 15(20.8)

- Prevention Education of 
Addiction(Game, Internet, mobile 
phone etc)

2(2.8) 1(1.4) 17(23.6) 31(43.1) 21(29.2) 5(6.9) 17(23.6) 36(50) 14(19.4)

- Nonviolence Communication 3(4.2) 17(23.6) 37(51.4) 15(20.8) 4(5.6) 19(26.4) 34(47.2) 15(20.8)

- Economic Education 1(1.4) 3(4.2) 17(23.6) 34(47.2) 17(23.6) 1(1.4) 6(8.3) 17(23.6) 36(50) 12(16.7)

- Prevention Education of Self-Injury, 
Suicide

1(1.4) 6(8.3) 22(30.6) 30(41.7) 13(18.1) 4(5.6) 29(40.3) 28(38.9) 11(15.3)

- Sex Education 1(1.4) 7(9.7) 22(30.6) 31(43.1) 11(15.3) 1(1.4) 2(2.8) 29(40.3) 31(43.1) 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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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청소년 절도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 구성 내용에 대한 조사는 6가지 항목에 대

한 필요성을 파악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는 심리적 문제가 매우 필요 20명

(27.8%), 필요 45명(62.5%)으로 가장 높았고, 준법교육 

및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에서는 준법의식 고취가 매우 

필요 27명(37.5%), 필요 36명(50%)으로 가장 높게 보

고되었다. 인지 항목에서는 분노 및 충동조절이 매우 

필요 25명(34.7%), 필요 42명(58.3%)으로 가장 높았

고, 정서 항목에서는 부정적 정서 다루기(우울, 불안 

등)가 매우 필요 18명(25%), 필요 46명(63.9%)으로 가

장 높았으며, 행동 항목에서는 대안 행동 찾기 등 재범

방지 연습이 매우 필요 21명(29.2%), 필요 44명

(61.1%)으로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

램 주제 중 기타 교육 항목에서는 도덕성 발달이 매우 

필요 17명(23.6%), 필요 46명(63.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세한 내용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4.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절도비행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개입 

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절도범죄의 

현황과 선행연구 그리고 국내에서 시행되는 절도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탐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

에서 전문가들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기 위해 요구조사를 진행하였다. 요구조사는 절도비행 

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보호직 공무원과 교육강사 

7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요구조사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절도비행청소년의 특징을 이해하고 새로운 개

입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절도비행청소년의 특징은 절도비행의 원인, 정신병

리적 특성,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비행, 성

차를 통해 살펴보았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은 높은 또래동조성과 충동성, 자

기통제력 부족이 절도비행의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지지한다[25-27]. 청

소년은 비행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즉각적인 만족

을 추구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5]. 또한, 자

신의 가치관, 신념, 자아개념을 적절히 발달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범위가 또래로 확장되어 

집단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려 하기 때문에 비행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28].

둘째, 연구대상자들은 사기(공문서 위조 등), 도박, 

지위비행이 절도비행과 연관된 비행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기는 소년 재산범죄 중 절

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도 다수 보고되었

다[1,3]. 또한, 지위비행은 비행청소년과 접촉할 기회를 

마련해 절도 등의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할 수 있다[8,29].

셋째, 연구대상자들은 품행장애, 물질관련 및 중독장

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절도비행청소년과 관련

된 정신병리적 특징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는 충동성과 자극추구를 특징으로 공유하

고 있으며 절도비행청소년이 높은 자극추구성향과 충

동성을 보인다는 여러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

다[27,30-32]. 또한, 청소년은 게임, 도박의 자금을 마

련하기 위해 절도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3], 음주, 흡연

과 같은 물질사용이 절도행동과 연관되어 있어[27,33]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가 절도비행청소년과 관련된 정

신병리적 특성으로 선정된 것이라 여겨진다.

넷째, 연구대상자들은 절도비행청소년의 특성에는 

성차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절도비행 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선행연구

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절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차이가 유의하였다

[34]. 즉 절도비행의 특성에서 성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 실무자가 보고한 응답과 다른 결

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보고한 응답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실무자의 관점을 통

해 탐색한 절도비행청소년의 특징이기 때문에 실제 절

도비행의 특성과 실무자의 보고가 다를 수 있다. 그렇

기 때문에 반복적인 비교연구를 통해 절도비행청소년

의 성차를 검증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연구대상자들은 청소년의 직접적인 진술과 

실무자의 경험적 판단이 절도비행청소년의 특징을 파

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은 절도비

행청소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자들은 주로 청

소년의 직접적인 진술을 수렴하거나 자신의 경험적 판

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융합정보논문지 제11권 제9호152

청소년 절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요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실무자의 약 86%가 

새로운 청소년 절도 재범방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조와 방향성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무자는 프로그램이 총 5시간 이내, 하루 최

대 2시간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며 5-9명 정도의 

규모가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하였다. 실제로 교육조건

부 기소유예의 교육이 5시간 미만으로 진행되고 있으

며[30], 이는 실무자가 요구하는 구조를 반영한 실질적

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요구조사 응답자의 전공과 자격증은 심리, 교

육, 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포되어있었다. 또한, 

진행자의 전공 및 학력에 대해서는 전공 무관과 관련 

전공(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등) 학사 이상이 필요하다

는 응답이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자격의 필요성의 

경우 자격증 유무는 상관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등의 관련 국가자격증과 민

간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의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진행자가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셋째, 실무자는 프로그램 구성 내용에 대해 심리적 

문제 이해, 또래 관계, 준법의식 고취, 분노 및 충동 조

절, 부정적 정서 다루기, 대안 행동 찾기 등 재범방지 

연습, 도덕성 발달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사고 및 정서 등의 심리적인 영역과 또래 관

계, 사회 질서, 법의식 등 환경, 사회적인 영역을 모두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더불어 프로그램 참여 대상의 다차원적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모듈형 프로그램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 제시된 실무자 대상 요구조사 결과와 논의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절도비행 프로그램의 구조 및 내용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에 진행해오던 프로그램은 

2006∼2008년에 개발된 프로그램들로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실

무자와의 인터뷰에서도 프로그램이 오래되어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따라서 현시점의 청소년 절도비행 현황, 특성을 

새롭게 조사하고 이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프로그램의 내용은 절도비행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특성이 모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실무자는 

또래 동조성, 충동성, 통제력 부족을 절도비행의 주된 

원인으로 선정했으며 또래 관계, 사회 질서, 법의식 등 

사회적인 측면을 다룰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다. 이는 또래 압력에 대처하고 스스로 비행 욕구

를 통제 및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적응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의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또한, 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범죄로 인한 개

인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손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인지행동치

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에서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개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현시

대를 반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내용을 

모두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들은 수용하고 시대에 맞게 수정하여 제공한다면 

실무자들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인지행동치료의 경우 사고

의 수정을 통해 감정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하지만 

비합리적 사고에 대한 억제나 통제는 역설적으로 사고

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16,17]. 

즉 절도비행에 대한 인지적 통제가 비행을 촉발시키는 

점화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지적으로 투쟁하는 것보다 문제

를 수용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적응적인 행동에 전

념하여 심리적 유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용전념치

료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도 기존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

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16].

한편, 절도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5시간 이내의 적은 시간이 주어지며 집단으로 진행된

다[35]. 또한, 교육 대상자인 청소년은 절도범죄뿐만 아

니라 사기, 도박 등 복합적인 비행으로 인해 교육에 참

여하게 된다. 즉 진행자는 각각 다른 성격, 특징, 핵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원을 적은 시간 내에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획일화된 프로그램은 개인 및 집

단특성에 적합한 개입이 어려우며[36], 정해진 순서에 

따라 회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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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듈형식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모듈형식은 전체적인 주제를 바

탕으로 여러 하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 환경,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진행 내용을 구성할 수 있

다. 따라서 충동성, 또래 관계, 준법의식, 심리적 문제, 

정서, 사고 등의 하위 과정으로 구성된 모듈형 프로그

램이 교육 현장의 상황에 유동적으로 적용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모듈형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성이 비슷한 청소년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모듈의 내용들은 개입을 위해 특정 과정요소들이 

고려된다. 때문에 과정요소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고 프

로그램을 진행하여야 모듈형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정환경과 부모교육은 비행청소년에게 중요하게 작

용함에도 불구하고 요구조사에서 비중 있게 언급되지 

않았다.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양육은 가정 내에서 갈

등을 유발시키고 결국 가정해체로 이어지며 기능이 상

실된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비행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37,38]. 실제로 소년원에 입원한 비행청

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소년원에 입원

하기 전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약 

30%에 불과하였다. 즉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70%가 

가정해체를 경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39].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절도를 포함한 청소년 비행은 부모

와의 연관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

장에서 가족 상담 및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 

장소, 참가자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

라 이를 적절히 실행할 전문 인력 또한 부족하기 때문

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40]. 이러한 점을 보완하

기 위해 가정통신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교육, 동영

상 플랫폼이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다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부모개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구조사 대상자의 연령, 소

속, 전공, 근무경력이 상이하여 절도비행청소년을 이해

하는 시각과 관점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범주별 응답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한다면 더욱 실용적인 프

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요구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 

빈도만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는데 한계가 있다. 실무

자에게 프로그램 운영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요

구를 살펴보았다는 점은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절도비

행청소년을 교육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있어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실무자의 특성과 기관, 

지역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면 결과에 대

한 해석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후속연구

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 실무자의 특성 등 

다양한 통계적 요인을 고려하여 결과를 다양하게 해석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절도비행 예방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실무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데 한

계점을 가진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현장을 고려하

여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개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

다. 따라서 실무자의 요구를 수렴하여 새로운 절도비행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

하는 절도비행청소년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수렴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보호처분

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실

무자의 요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했고 이를 반영

하였다. 실무자는 대상의 특징, 프로그램의 시간, 일정, 

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요구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진행

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프로그

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요구를 확인하는 것과 더

불어 실무자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

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절도비행 예

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무자의 주관적 관점을 수용

하고 기존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실무자

는 프로그램 시간이 총 5시간 이내가 적절하다고 보고

하였으나 현행 프로그램은 한 회기당 90분씩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내용을 다룰 수 없는 등 실무현장에서의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의 프로그램은 절

도비행청소년의 인지 및 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으나 준법의식 등의 요소를 충분히 고

려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실무자는 준법교육을 통한 교

정 역시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기존 프로그램은 

인지행동치료적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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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실무자 요구조사에서도 인지적 개입을 통한 정

서 및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점은 기존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이를 

새로운 프로그램에서도 수용하여 개발해야 할 필요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절도비행청소년을 교육

하는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방

향에 대해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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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분야 : 임상심리, 상담심리, 인지행동치료

․ E-Mail : clinicalpsy@kakao.com

장 혜 민(Heamin Jang)      [학생회원]

․ 2020년 2월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 

치료학과(문학사)

․ 2020년 2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석사과정)

․ 관심분야 : 임상심리, 심리치료, PTSD

․ E-Mail : mira7941@naver.com

이 유 경(Yu-Kyeong Lee)      [정회원] 

․ 2021년 2월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 

치료학과(문학사)

․ 2021년 2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석사과정)

․ 관심분야 : 임상심리, 우울, 자살

․ E-Mail : henybee2@naver.com

송 원 영(Wonyoung Song)      [정회원]

․ 2004년 12월 ∼ 2006년 8월 : 국

가청소년위원회 선임연구원

․ 2007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철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임상심리, 인지행동치료, 심리검사 개발

․ E-Mail : 1058@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