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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청소년의 기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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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어느 사회나 시 를 막론하고 청소년 문제는 그 사회의 주된 심사이며, 이들의 문제는 해당 

국가들이 해결해야 하는 주된 과제이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해결을 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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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2009년 검찰청에서 발간

한 ‘2009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범죄 의로 발된 20세 미만의 소년범은 13만 

4992명으로 2007년 8만 8104명보다 1.5배 늘었다. 특히 살인과 강도, 강간, 상해 등 강력 범죄로 

발된 소년범은 2007년 2만 5203명에서 2008년 3만 7083명으로 늘어났다. 학업 단의 경우도 

2008년에는 53,044명으로 체학생의 3.4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최근 3년간의 경향을 살펴보

면 2005년에는 2.87%, 2006년에는 2.95%, 2007년에는 3.07%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

부, 2008). 가출의 경우에도 2007년 기 으로 가출청소년의 수는 12,240명이며, 그 밖에 고등학

생 소년소녀가장은 2,105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약물남용 등 청소년

의 응과 사회  발 을 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청소년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가

하고 있으며(지승희, 양미진 이자 , 김태성, 2006) 이를 한 보다 극 인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기청소년의 방과 지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양육과 주된 정서 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정

은 물론 건 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제도 으로 보장하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청소년 문제를 효과 으로 다루고 보호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

를 마련해야 하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한 기청소년에 한 심각한 문제인식을 바탕

으로 긴 한 조와 상호보완 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 기상황을 극복하기 해 노력하여야 한

다. 최근 청소년 기 문제에 한 국가  심과 개입이 높아지면서 많은 자원이 청소년 지원정

책에 투입되고 있다(김형수, 최한나, 2009). 정부는 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지원 정책 황  

사회안 망 구축을 한 정책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제안된 실태와 안에 기 해 지역사회통합

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이하 CYS-Net)를 구축하여 통합 인 사회안 망 지원

정책을 주도 으로 수행하고 있다. CYS-Net이란 기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방의 에서 보

고 이에 한 사회안 망을 구축하여 보다 효과 인 서비스 구축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기청소

년을 지원하는 연계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청소년의 개념은 미국의 교육 수월성 추구를 한 국가 원회 보고서가 발단이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교육 수월성 추구를 한 국가 원회는 학업 도탈락 가능성이 높은 청소

년들이 증가하는 것에 한 책을 구하면서 기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이 주, 김

동일, 정익 , 유순덕, 2008). OECD회원 국가에서 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청소년 개념 역시 

학업부 응 문제를 포함하여 기청소년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OECD(1995)에서는 기청소

년(youth at risk)을 ‘학교에서 실패하고 성공 으로 직업이나 독립 인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결과 사회에서 정 인 기여를 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으로 정의 내리

고 있다. 하지만, 기청소년에 한 정의는 문제에 근 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지승희 외, 

재인용, 2006). 흔히 기(risk)는 이미 표출된 행동 문제에 따라 정의된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정의는 매우 다양한 청소년의 문제에 한 공통 요인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주며 그 결과 기 

가능성을 측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기청소년 련 다수의 연구는 발생원인인 

험요소에 심을 갖고 이와 련하여 청소년의 개인 내 인 특성 뿐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사

회  환경, 즉 가정, 래, 학교 등에 을 둔 원인  근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기상황을 발생시키는 험요인에 해서는 가정의 경제  문제, 부모와의 갈등, 가족

의 구조  결손 등 가정문제(김연정, 2004; 유성경, 이소래, 송수민, 2000; Bogenschneider, Riley, 

1994; Lipsey, Derzon, 1999)와 낮은 학업성 (권지은, 1998)  학업수행 실패 등의 학교 련 문

제 등이 험요소로서 설명되고 있으며 래와 련 문제로는 비행  일탈 행동을 하는 래와

의 (지승희, 2003)과 래집단의 동조압력(김선남, 1994; 한상철, 2001), 래집단과의 비행유

(권지은, 1998)등이 있다. 지승희 등(2006)은 기를 유발하는 험요소에 문제행동 역을 포

함하 으며 가출, 무단결석, 폭력(가해, 피해), 가정폭력(가해, 피해), 집단따돌림, 괴롭힘, 자살시

도, 인터넷 독  게임과다, 도  갈취, 성매매, 성폭력, 습 인 음주 흡연, 약물 등 유해물

질 사용 등으로 범주화 하 다. 이러한 문제행동은 청소년의 일탈  비행행동으로 문제행동 자

체가 기상황을 더 가 시키는 험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기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해지거나 약화되는 연속선상의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Burt(1992)의 설명과 같은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발생한 기상황에 한 조기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

상황이 다른 기상황에 노출시킬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라 청소년의 기상황을 복합

인 문제로 발달하고 기수 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 구본용(2005)은 기청소년을 일련의 

개인, 환경  험에 노출되어 행동 심리 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 개입 없

이는 정상 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 다. 즉 가출, 학업 단  

실업, 폭력, 성매매, 약물 오남용 등의 비행, 그리고 범죄, 불안, 우울 등의 심리  장애, 자살 험

이 높은 청소년을 기청소년이라 보았다. Bronfenbrenner(1979)는 가족환경, 래 집단, 학교 환

경, 지역사회 험 환경 등 개인 발달에 향을 주는 다양한 맥락 내에서 기청소년 이해에 

한 범 한 모델을 제안하 다. 이러한 생태학  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험 요인을 

측할 수 있게 하며 사 에 이를 방하고 하게 개입할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이러한 생태

학  을 반 하여 지승희 등(200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기상황을 문제행동 역, 환경

역, 정신건강 역으로 분류하고 기상황별로 기수 을 정의하 다. 국가청소년 원회

(2007)의 경우 각 지역별 기청소년 경향  CYS-Net지역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기 청소년을 

크게 4가지 상황에 처한 경우로 구분하 으며 그 세부 유형을 함께 제시하 다(강석 , 김동민, 

하창순, 재인용, 2009). 4가지 기상황은 첫째, 개인  기상황, 둘째, 가족  기 상황, 셋째, 

교육  기상황, 넷째, 사회  기상황으로 나 었다. 이는 복지 지원법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보다 세분화 되어있다. 



이러한 기청소년의 정의는 일정한 청소년의 특성이나 처한 환경 인 상황에 해 붙여진 

명칭이며 청소년들의 응  발달을 도울 것으로 가정되고 있는 발달  자원(development 

asset)들  외  요인의 핵심이 되는 가족, 친구, 교사, 사회기  등의 실질 인 지원이 없거나 

가정, 학교 등 보호망을 이탈한 청소년을 염두에 두고 개념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서는 기청소년의 범주와 하  유형을 단선 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

에 기 청소년들이 입체  혹은 복합된 기상황을 겪는다는 이 간과되고 있다. 그래서 기

를 발달 이며 단계 인 것으로 보려는 을 함께 고려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청소년에 

한 좀 더 복합 이고 입체 인 이 제공되었다 할 수 있다. 

McWhirter(2004)는 사회 경제  수 , 학교  가족환경, 사회 계, 스트 스 요인 등의 향

정도에 따라 최  기에서 기행동까지 5단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따르

는 국내 모델의 경우에도 기를 계  단계로 나 어 정의하고 있으며, 기청소년을 어느 특

정집단이라기 보다는 기의 유형, 발달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다양한 기상황에 노출된 청

소년 집단이라는 을 강조하고 있다(이창호, 김택호, 정찬석, 박재연, 2005). 구본용(2005)이 제

시하고 있는 단계별 기분류 모델에서 역시 몇 가지 요인을 인 한 기로 묶고 있다. 구체 으

로 살펴보면 빈곤, 양육방식, 낮은 학업성취기 , 그리고 유해매체 환경 등을 함께 묶어 기 

조 단계로 보고 있다. 가정 문제(가족 간 불화, 학 , 부모이혼  사망 등)와 집단 따돌림과 같은 

학교문제를 기 표식 단계로 보았다. 무단결석  학교폭력 가해, 낮은 학업성취, 자살시도와 

성매매 등을 문제행동 단계로 보았으며 학업 단, 가출, 범죄, 자살 등을 기 결과 단계로 보았

다. 이러한 단계 모형은 각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 상황들을 서로 상 이 높은 인 한 

기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들을 복하여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즉, 기요인들이 독립 으로 향을 미치기 보다는 상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단일한 특정 요인 보다 기 요인이 된 효과가 기능  손상을 더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양태가 복합 이므로 개입과정에서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상 기존 기청소년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청소년의 유형을 연구자의 이론  배경에 따라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개념  방식의 기 유형 

분류는 기에 해 다양하게 근함으로써 다각 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하

지만 다양한 정의로 인해 서비스 정책 수립이나 통합  개입을 해 필요한 명확한 진단 기  

마련과 이에 근거한 수치화된 통계 자료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개념 인 연구에서는 

기청소년의 문제 정도에 따라 통계 으로 어떻게 유형이 분류되는지, 각 기 유형에 따라 

기청소년 수는 얼마나 되는 지 등 수치화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기청소년에 한 한 

정책  지원과 유형별 서비스 개발을 해서는 개념 인 기 분류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통계 인 진단 분류와 통계화된 정보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  방식



으로 기청소년 문제에 따른 유형 분류와 각 유형 따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청소년에 한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기 요인을 악하고 개인의 

기요인 취약성에 따라 기계층이 어떻게 집단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서 

Larzarsfeld(1950)에 의해 개발되고, Goodman(1972)에 의해 완성된 확률모형인 잠재계층분석

(LCA: Latent Class Analysis)을 사용하 다. 잠재계층분석은 찰된 변인들(observed variables) 

사이의 계를 유발하는 잠재 인 공통요인(latent common factor)을 규명하는 방법이다. 즉 

찰된 변인과 찰되지 않는 잠재  변인의 확률  계를 악하고 각 사례들이 잠재변인의 각 

계층(class)에 속할 확률을 도출한다. 

이러한 면에서 기의 진단  분류와 함께, 각 개인이 어느 기 분류에 속하는 지 확률을 

도출하기 해서는 잠재계층분석(LCA)이 매우 하다. 즉 기요인에 따라 어떤 기계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각 개인의 기 특성에 따라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 확률을 구할 수 있어 개인

별 기 진단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분석(LCA) 방법을 

사용하여 기요인 취약 성향에 따라 기 계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악하고 각 계층별 특징

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2008년 5월 ～ 6월까지 국 , , 고에 재학 인 청소년과 학교밖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 3,526명을 상으로 설문을 조사하 다. 재학 청소년은 16개 역행정 지역 40개 학

교로부터 표집되었으며 총 2,541명이었다. 그  등학생 738명(24.8%), 학생 696명(23.4.%), 

인문계 고등학생 797명(26.7%)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 310명(10.4%)으로 구성되었다. 한 학교

밖 시설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 시설이나 기 ( : 쉼터, 상담센터)에 속해 있는 12세

에서 19세의 청소년으로 국 으로 표집되었으며 총439명(14.7%)이 참여 하 다.  성별은 남자

가 1,917명(54.6%)이었으며, 여자는 1,593명(45.4%)이었다. 이들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도시가 

1,551명(44.4%), ․소도시가 1,362명(39.0%) 그리고 읍ㆍ면 지역이 579명(16.6)% 다.

1) 기상황실태조사척도

생태학  에서 기문제를 정의한 지승희 등(2006)의 연구를 참조하여 기 역을 크게 



개인문제행동 역과 환경 역으로 구분하여 기청소년 실태조사 척도를 구성하 다. 개인문제행

동 역으로는 가출경험, 무단결석, 폭력(가해/피해), 가정폭력(가해/피해), 집단 따돌림, 괴롭힘, 

자살시도, 인터넷 독  게임과다, 도, 갈취, 성매매, 성폭력, 습 인 음주·흡연, 약물 등 

유해물질 사용이 포함되었으며, 환경 역에는 경제  수 , 유기  방임, 부모와의 갈등, 주변 

유해환경 노출, 문제행동을 보이는 친구들과의 어울림 그리고 교사와의 갈등이 포함되었다. 문항 

수는 총 30문항이었으며 4  Likert로 구성되어 1 은 ‘  그 지 않다’, 2 은 ‘약간 그 다’, 

3 은 ‘그 다’, 4 은 ‘매우 그 다’로 표시하게 하 다. 

2) 기청소년정신건강측정설문지

기청소년 수 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기 해 기청소년 정신건강 척도를 사용하 다. 기청

소년 정신건강척도는 한국의 국가청소년 원회(2005)에서 개발한 척도로써, 원래 문항 수는 우울 

6문항, 불안 5문항, 공격성 7문항, 부정  자존감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정신건강 

역별 문항수가 3문항으로 축소된 Kim, Hong, Yoon(2007)의 척도를 사용하 다. 문항 신뢰도는 

우울 .84, 불안 .77, 공격성 .66 그리고 부정  자존감이 .68이었다. 

청소년 기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악하고 잠재계층분석을 보다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서 

기상황실태척도 30개 문항에 해서 주성분분석 방식과 사각회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으로 문항을 압축하는 것이 잠재계층분석에 효율 인 이유는 분석 문항 수가 많게 

되면 신뢰롭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30개 문항을 잠재계층분석으로 

실시할 경우 가능한 분석 패턴이 만큼 존재하게 되어 분석 과정이 매우 복잡해지고 신뢰롭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기상황실태척도 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몇 가지 핵심 인 

요인들로 문항을 압축하고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 이다.  

한 개인들의 기요인 취약성에 따라 잠재계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해, 각 기요

인 수들을 앙치를 기 으로 취약성의 높고 낮음으로 범주화하 다. 앙치로 구분한 이유는 

각 요인들의 수가 극단 값을 가지고 있어 다소 부  편포하는 경향을 보여 앙치가 평균보다 

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단하 기 때문이다. 

잠재계층분석은 Mplus 로그램(Muthén & Muthén, 2001)을 사용하 으며, 우도비 카이자승 

검증으로 모형 합치도를 구하고 베이지안 거기 (BIC) 등으로 잠재계층 수를 단하 다. 한 

기요인 높낮이 패턴에 따른 잠재계층 조건반응 확률을 구하 다. 



한 기 잠재계층의 특성을 살펴보기 해서 정신건강 하 척도 수간의 차이를 다변변량분

석을 통하여 검증하 으며 성별, 학년 등 인구학  변인들과의 교차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Ⅲ. 

30개의 문항  다른 여러 요인에 요인부하 값이 .3이 넘거나 해석의 의미가 모호한 문항 5개

는 삭제하 다. 최종 25개 문항에 한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1이상인 요인이 5개가 추출되었으

며 체변량의 55.6%를 설명하 다

1요인은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다.’, ‘친구 는 

선후배를 종종 괴롭힌다.’, ‘성매매를 한 이 있다.’, ‘성폭력을 한 이 있다.’, ‘환각제나 가스, 

본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한 이 있다.’ 등의 내용으로 비행과 련된 내용들이다.

2요인은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한 친구들이 나를 따돌린다.’, ‘반 체 아이들이 

나를 따돌린다.’, ‘친구 는 선후배한테 종종 괴롭힘을 당한다.’, ‘친구 는 선후배한테 종종 폭

행을 당한다.’, ‘나는 친구가 없다.’ 등의 내용으로 인 계 부 응과 련된 내용들이다. 

3요인은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종종 술, 담배를 한다.’, ‘가출을 한 이 있다.’,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한 이 있다.’, ‘나에게는 문제 행동(가출, 학교 폭력 등)을 보이는 친구가 

있다.’, ‘선생님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 ‘우리 동네에 유흥업소(여 , 술집 등)가 많다.’ 등의 

내용으로 비교  경미한 일탈과 련된 내용들이다. 

4요인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님이 나에게 자주 심한 욕설이나 신체  폭력을 가

한다.’, ‘부모님은 나를 버렸으며,  돌보아주지도 않는다.’, ‘부모님과 나는 갈등이 심하다.’, 

‘나는 부모님을 자주 때리거나 심한 욕설을 한다.’ 등의 부모갈등과 련된 내용들이다. 

5요인은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공부하는 것이 재미없다.’,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공부를 못한다.’ 등의 학업부진과 련된 내용들이다.



<표 1> 기척도 문항의 회 된 요인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기요인 취약성 범주에 해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 다. 계층 모형 단을 해 

우도비 카이자승(likelihood ratio chi-square test)으로 모형 합치도(goodness of model fit)를 검증하

다. 3계층, 4계층, 5계층 모형을 검토한 결과 5계층 모형에서 유일하게 우도비 카이자승 검증에서 

모형 합치도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40, df=2, p>.05). 계층 선정을 한 2차 기 인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와 Ai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 값은 작게 나타나는 

것이 모형 선택에 유리한 기 이 되지만, 각 계층 모형간 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5계층 모형이 기청소년의 잠재계층을 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기청소년 잠재계층 모형 검증 

<표 3> 각 계층별 조건 반응 확률 

 1=’ 기 취약성 높음’, 0=’ 기 취약성 낮음’ 



개인들의 기요인 취약성에 따라 어느 잠재계층에 속하는지 살펴보기 해 계층별 조건반응확

률을 산출하 다. 조건반응확률은 개인들 반응 패턴에 따라 산출되는 계층 배정 확률이다. 를 

들어 <표 3>에서, 특정 청소년이 비행, 인 계, 일탈, 부모갈등, 학업부 응 기요인에 취약할 

때 계층2에 배정되는 확률은 100%이다. 

각 계층의 조건반응확률 살펴보면, 계층1에 배정 확률이 높은 반응 패턴들은 내용면에서 집단따

돌림, 외로움 등 인 계 기 요인을 심으로 비행과 부모갈등, 학업부 응 기요인들이 동시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2는 반 으로 모든 기 요인이 높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수 의 기 계층으로 생각된다. 계층3은 가출, 흡연 등 일탈 요인 심의 반응 

패턴이 크게 두드러지며 인 계와 비행, 학업부 응이 동반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계층4는 

부모와의 심한 갈등 요인 심의 반응 패턴이 두드러지며 일탈과 학업부 응이 동반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5는 기요인 반응이 모두 낮거나 1개 정도의 반응이 나타나 기 문제가 

낮은 계층으로 보여진다. 

각 계층의 반응패턴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기요인에 따른 잠재계층은 기의 양 인 정도와 

기 유형에 따라 크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의 양 인 정도는 계층2와 계층5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계층2는 모든 기요인에서 높게 반응하는 패턴을 보이며, 계층5는 부분의 기요인

에 낮게 반응하는 패턴을 보여 고(高) 험 계층과 (低) 험 계층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기 내용에 따라 계층1, 3, 4가 구분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층1은 인 계 문제가 두드러

지며, 계층3은 가출 등의 일탈문제, 계층4는 부모와의 갈등이 주된 기 내용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나 어진 기잠재계층 집단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해서 정신건강  

인구학  특성을 살펴보았다. 

기잠재계층 집단에 따른 정신건강 하 척도별 차이를 검증하기 해서 다변량분석

(MANOVA)을 실시하 다. 기계층집단별 정신건강 하 척도(우울, 불안, 공격성, 자존감)의 평균

과 표 편차는 <표 4>와 같다. 다변량분석 결과 정신건강 하 척도 수는 기계층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가졌다(Wilks =.702, F(16, 10360.314)=79.547, p<.001). 



<표 4> 기계층집단에 따른 정신건강 하 척도의 평균, 표 편차

기계층집단에 따른 정신건강 하 척도별 차이는 <표 6과>같이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어느 기계층집단에서 정신건강 하 척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해서 Scheffe 방식

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계층 2와 계층 5는 모든 하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으며, 

계층1, 3, 4는 정신건강 하 척도에 따라 조 씩 다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표 5> 험수  계층별 정신건강 차이 

<그림 1>은 각 기계층집단에 따른 하  척도별 평균 수 로 일이다. 5개 잠재계층 집단별 

정신건강 특징을 살펴 볼 때, 계층2는 모든 정신건강 하 척도에서 다른 계층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

게 높다. 반면 계층5는 모든 하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의 양 인 

측면으로 잠재계층을 구분할 때, 계층2와 계층5가 고 험 기계층과  험 기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계층1, 3, 4는 모든 하 척도에서 계층2 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계층5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정신건강 차이는 잠재계층이 기의 양 인 측면에서 구분된다고 가정할 때, 

계층1, 3, 4가 간 수 의 험 계층으로 분류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계층1, 3, 4는 하 척도별

로 조 씩 다른 정신건강 로 일을 나타내고 있다. 우울, 불안, 자존감 척도에서는 계층1( 인 계 

문제 심), 계층4(부모갈등 문제 심)가 계층3(일탈 문제 심)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공격성 

척도에서는 계층1, 3, 4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로 일 특성의 차이는 기 문제  

내용별 특성에 따라 한 잠재계층이 구분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 기잠재계층 집단별 정신건강 하 척도 수 로 일

기계층별 인구학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기계층별 빈도와 성별, 거주지역, 학년, 

경제수  빈도와의 교차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성별에서는 계층2와 계층3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빈도를 가졌다[ =75.06(df=4), p<.001]. 즉 고 험 기계층과 일탈 심의 계층에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빈도를 보 다. 반면  험 계층으로 여겨지는 계층5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빈도를 보 다. 

거주지역에서는 도시와 읍면지역에서 소도시 보다 계층3에서 많은 빈도를 보 다[

=34.19(df=8), p<.001]. 이것은 흡연, 가출 등의 일탈문제가 도시와 읍면지역에서 소도시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년에서는 학교밖청소년과 재학 청소년간에 계층2에서 큰 빈도차이를 보 다[ =437.23(df=16), 

p<.001]. 학교밖청소년들이 재학 청소년들에 비해 고 험 계층으로 여겨지는 계층2에 하게 많았으

며, 반면  험계층으로 여겨지는 계층5에서는 학교밖청소년들이 하게 은 빈도를 보 다. 

상, , 하로 구분된 경제수 에서는 하 수 이 다른 수 에 비해서 계층2에 히 많은 빈도를 

보 으며, 반 로 계층5에서는 매우 은 빈도를 보 다[ =150.36(df=8), p<.001]. 



<표 6> 기계층별 인구학  특성의 차이

***

***

***

***   

 *** p<.001

Ⅳ. 

 본 연구는 기청소년에 한 명확한 정책수립과 서비스 개발을 해서는 기존 문헌들

(Bronfenbrenner, 1979; Burt, 1992; McWhirter et al, 2004; 지승희 외, 2006)의 기청소년 유형

에 한 이론  혹은 개념  구분 방식과 더불어 계량화된 통계방식의 구분을 목 으로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  방식을 사용하여 기청소년에 한 주요 요인들을 찾아내고 잠재

계층분석을 통하여 개인의 기 특성에 따른 기계층 악과 각 계층별 특징을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국의 , , 고, 학교밖청소년들을 상으로 지승희 외(2006)가 개발한 기



상황실태조사 척도를 사용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기의 주요 요인을 악하 다. 한 잠재계

층분석을 실시하여 개인들의 기요인 취약 성향에 따른 기계층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요인은 폭력, 성매매와 같이 문제행동이 심각한 ‘비행 요인’, 2요

인은 따돌림, 괴롭힘, 친구 부재 등의 ‘ 인 계 요인’, 3요인은 무단결석, 교사와의 갈등 등 문제

행동이 비교  가벼운 ‘일탈 요인’, 4요인은 ‘부모갈등 요인’ 그리고 5요인은 학습능력 부족과 

같은  ‘학업부 응 요인’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청소년의 험요인이 비행, 일탈 등 문제행

동 특성과 가정, 래, 학교 등 주변 환경과의 갈등문제로 구성된다는 기존 문헌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동일 외, 2005; 유성경 외, 2000; 지승희 외, 2006). 

각 개인들의 기요인의 취약 성향에 따라 기의 잠재계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기 

해 잠재계층을 분석한 결과 5계층 모형이 통계 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에 속할 

개인들의 기 반응 내용을 살펴본 결과, 계층1은 집단 따돌림, 외로움 등의 인 계 기 요인

에 취약한 개인들이 속할 확률이 컸다. 계층2는 다섯 개 기요인 모두에게 취약한 개인들이 속

할 확률이 커서 고(高) 험군 계층으로 여겨진다. 계층3은 가출, 흡연 등 일탈 요인이 두드러졌

으며, 계층4는 부모와의 심한 갈등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계층5는 5개의 

기 요인이 모두 게 나타나거나 1개 역에서 반응이 나타나 (低) 험군 계층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윤철경, 2005; Burt, 1992; Rutter, 1979)에서와 마찬가지로 고 험을 

보이는 계층일수록 여러 기요인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일한 기요인을 

가지고 있는 비교  험이 덜한 청소년들이 다른 문제가 병행하여 나타나기 에 개입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고 험 청소년의 경우, 단일한 문제로 근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되었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다면 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각 기계층에 따라 정신건강 측면과 인구학  특성면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고 험군

으로 여겨지는 계층2에서 우울, 불안, 공격성, 자존감이 다른 계층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  험군으로 여겨지는 계층5에서는 다른 계층에 비해 정신건강 험수 이 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층1, 3, 4의 정신건강 수는 계층2와 계층5 사이에 있으면서 하  정신

건강 척도에 따라 조 씩 다른 로 일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인구학  특성면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고 험계층으로 여

겨지는 계층2에 속할 확률이 컸다. 한 학교밖청소년이 재학 청소년에 비해 계층2에 속할 확률

이 컸으며 경제수 이 낮을수록 계층2에 속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층별 집단의 특징은 기청소년들의 기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각 기 계층별 기요인 반응패턴과 정신건강 수 차이, 인구학  특성의 차이를 검토해 볼 

때, 5개 기잠재계층은 양 인 측면과 내용 인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기

의 양  정도에 따라 고 험 기계층(계층2), 험 기계층(계층1, 3, 4),  험 기계층



(계층5)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다시 험 기계층에서는 기의 내용면으로 세분화되어 

인 계(계층1), 일탈문제(계층3), 가족갈등(계층4)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기청소년에 한 잠재계층분석을 통하여 기 계층을 통계 으로 확인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들어 기청소년에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부분의 연구들은 

문헌에 기 해서 개념  방식으로 기청소년을 분류했기 때문에, 연구자의 과 경험에 의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청소년의 핵심 요인을 악하고 잠재계층분석이라는 

통계  분석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기청소년들이 어떻게 계층으로 집단화 되는지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기청소년을 기계층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구체 인 개입 략을 세울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기존 연구가 기청소년을 단순히 수 별( : 고, , )로 구분함으로써 구

체 인 문제 유형과는 별개인 반 인 개입 략만을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계층별 문제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계층에 따라 그 특성에 맞는 구체 인 개입이 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용할 때 고 험 계층으로 여겨지는 계층2 기청소년들

에게는 비행, 인 계, 일탈, 부모갈등, 학업부 응 등 반 인 개입이 필요하며, 인 계 

심의 문제를 보이는 계층2 기청소년들은 래상담 로그램, 인 계 기술 등 사회  기술 

향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벼운 일탈 문제 심의 계층3 기청소년들에게는 개입과 

방차원의 한 지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모갈등이 큰 계층4에서는 가족상담과 

부모교육 등 가족 심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고 험 계층의 청소년들이 정신건

강 측면에서 매우 취약했으며, 문제행동의 외  표 방식이 큰 남자가 여성에 비해 고 험군 

계층에 속할 확률이 컸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과 소득층 청소년이 다른 계층에 비해 고 험

계층에 속학 확률이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청소년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나 청소년상담  련종사자들이 상담개입 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 계층별 특징을 보다 세분화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하

척도로 구성된 정신건강 척도와 성별, 거주지, 학교 등 비교  소한 역의 특징을 조사하여 

각 계층에 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 다. 따라서 기청소년과 련된 종합 인 특징들을 

검토하여 계층에 한 특징을 보다 면 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표집에 한 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 이 있다. 학교에 재학 

인 청소년과 달리 학교밖청소년은 모든 상을 고르게 표집하는 것이 실 으로 어렵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교밖청소년도 기 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이나 학교밖청소년이 소속된 

모든 기 을 다 표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  어려

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학교밖청소년에 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종단연구를 통해 단일한 문제 행동을 가진 청소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복합 인 문제를 가진 고 험 기청소년이 되는 지에 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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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es of Korea Adolescents at-risk 

through Latent Class Analysis (LCA)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lasses of adolescents at-risk through latent class 

analysis (LCA). For this, this study surveyed 3,526 Korean adolescents aged between 12 and 

19. They were selected according to proportion of 16 metropolitan administrative units of Korea. 

As a result, the factor analysis identified five factors of adolescents' risk: delinquency, peer 

relationship including group bullying, harmless deviation, conflict with parents, and poor 

academic achievement. In addition, adolescents' risk was found to five class through LCA. 

The main problems of each class are "peer relationships" in the class 1, "all problems" in the 

class 2, " harmless deviation" in the class 3 and "conflict with parents" in the class 4. And 

there are little problems in the class 5. These results may help counselors and teacher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risk adolescent and to prevent adolescent' risk behaviors. 

Key words: Adolescents at-Risk, Latent Clas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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