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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전국 중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언어지능, 논리-수학
지능,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 진로성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
생활, 스마트폰 중독의 8가지 변인을 투입하여 학년 초, 학년 말의
잠재프로파일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에 분석한 잠재
프로파일 집단에 대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성별에 따른 잠재프
로파일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잠재집단이 학년 초에
서 학년 말로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잠재전이분석을 통해 관찰하여
중학생 강점지능⋅학교적응 유형의 발달궤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전국에 소재한 39개 중학교의 1, 2학년 학생 총
9,064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도 3월, 12월 총 2차례에 걸
쳐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수거된 검사지 9,421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검사지를 제외한 9,064부의 검사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혼합모형기법을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 다집단
분석,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 강점지능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분석에 따라 4개의 잠재집단이 도출되었으
며, 잠재집단1 ‘비몰입형’, 잠재집단2 ‘침체형’, 잠재집단3 ‘성취형’, 잠
재집단4 ‘적응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분류된 4개의 잠재집단을 기
준으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강점지능⋅학교적
응 불일치가 학년 말에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
째, 잠재전이분석을 통해 잠재집단의 학년 초, 학년 말 강점지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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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응 유형의 변화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
구가 제시되었다.
주요어 : 중학생, 강점지능,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분석, 다집단분석,
잠재전이분석, 강점지능-학교적응 프로파일
학 번 : 2012-2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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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학교교육에서는 틀에 박힌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개인에 적합한 교
육적 중재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교육정책이
시행되고(교육부, 2013; 한국교육개발원, 2014), 특수교육에서는 결핍패러다
임에서 성장패러다임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있다(Armstrong, 2014). 기존에
는 개인의 약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학생들의 강점에 초점을 맞
추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Gardner, 2011; Campbell, Campbell, &
Dickinson, 1999), 학생 개개인의 진로탐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뿐만 아
니라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에서의 변화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
택하여 수강할 수 있고, 진로탐색을 비롯한 현장체험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이 설계되고 있다(김동일 외, 2015; 이지연, 2014).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참여형, 선택형 교육과정을 통한 개인의 흥미와
능력을 고려한 교육방법이 채택되면서,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강점을 찾아
내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은 통해 스
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흥미, 진로성숙도 등 정의적 측면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업이 되어있다(김나라, 최지원, 2014). 이처럼 학
생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함에 따라 개인의 강점지능 및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변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Howard Gardner(1983)에 의해 주창된 다중지능이론(multiple
intelligence theory)에 따르면, 개인은 단일 지능이 아닌 언어, 음악, 논리- 1 -

수학, 공간, 신체-운동, 대인관계, 자기성찰, 자연친화, 영성지능을 모두 가
지고 있다(Gardner, 1983, 1996, 2006). 이 중에서 개인에 따라 강점을 보이
는 지능이 있으므로, 교육장면에서 강점지능을 활용하여 약점지능을 계발
시키는 것은 핵심적이다(Armstrong, 2014). 교육적 중재를 위해서 강점지
능을 평가하는 것은 주요한 이슈이다(Gardner & Hatch, 1989; Gardner,
1993, 1996, 2006). 한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사는 김현진에 의
해 번안된 K-MIDAS검사로 Gardner가 제시한 핵심요소(core element)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고 있다. 다중지능을 파악함에 있어 참고적 기능을
해왔지만(Gardner, 2006), 능력과 흥미, 선호 등에 대한 자기보고에 기반하
고 있으므로 실제 지적 능력을 파악하는데 있어 한계를 지닌다(문용린, 유
경재, 전종희, 엄채윤, 2007; 박소영, 김동일, 2015; 정희선, 신현기, 2006).
이 논문에서는 자기보고식 방식 대신 지필식 평가가 가능한 언어, 논리-수
학, 공간, 대인관계지능 만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보다 실제적인 능력을 측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SIA 강점지능검사(김동일, 2014)를 사용하였
다. SIA 강점지능검사는 능력검사의 형태를 띄고 있으므로 학업적 수행과
높은 관련성 있으며, 중학생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다(김동
일 외, 2014; 박소영, 김동일, 2015).
중학생의 강점지능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주제로 학교적응을
빼놓을 수 없다(김유나, 2009; 박성혜, 윤종희, 2013; 곽수란, 2006). 청소년
시기의 부적응은 중⋅고등학교 생활을 비롯하여 이후 성인기의 부적응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학생 시기의 학교적응은 성공적인 학교생활
을 위해서 필수적이다(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청소년 시기에는 인지적, 정서적, 신체
적, 사회심리학적 발달이 왕성하게 일어나지만, 동시에 학교, 가정, 사회 속
에서의 혼란도 경험한다. 특히,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서 오는 혼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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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은 매우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더 이상 단순
한 지식의 습득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진로탐색, 교사와 또래집단과의
대인관계 형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등 등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영
향력 있는 장소 중의 하나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이러한 이유로 청
소년의 학교적응은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으며, 청소년 학교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왔다(이명훈, 조동헌, 2011; 이재
선, 나승일, 2011; 박성혜, 윤종희, 2013). 학교적응과 관련된 거의 모든 심
리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이 이미 검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규미,
2004). 이처럼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적응은 추상적
개념으로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정의 내려져 왔으며(박승희, 이형초, 이정
윤, 2007; 이재선, 나승일, 2011), 학교적응의 하위변인 역시 연구마다 다소
상이하게 선정되었다.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
면,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파악함에 있어 1991∼1997년에는 개인내적, 가족
관련 요인을 보았으며, 1998∼2002년에는 개인내적, 가족관련 요인 이외에
학교생활부적응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2003∼2006년 이후 최근에 이르러
서는 개인내적 관련 요인과 대인관계 요인에 대한 연구는 감소한 반면, 가
족관련, 위험행동, 학업행동, 진로 요인에 대한 연구는 더욱 세분화되고, 연
구되는 빈도수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이혜경, 김현주, 2007). 이 논문에서
도 이러한 학교적응의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진로요인, 위험행동, 학업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정서적 적응,
행동적 적응, 학업적 적응으로 개념화하였다(Roeser, Eccles, & Strobel,
1998). 정서적 적응은 진로성숙도, 행동적 적응은 학교생활,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학업적 적응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이
러한 변인들을 측정함에 있어 강점지능검사에서의 능력검사와 구분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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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고식 검사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정의적 측면을 파악하는데 더욱 주안
점을 두었다.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배려와
지도는 중요하며(유미영, 홍혜영, 2010), 이를 위해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
들의 활동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평가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강
영하, 2012; 권재기, 양명희, 2014). 물론 학교적응과 심리적, 사회적, 학습
변인을 연관지어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지만, 강점지능 및 학교적응에 관련
한 여러 변인들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고, 특정 변인에 국한하였
다(김주현, 2005).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는 각각의 변인들이 개인이나 집단 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문용린, 전종희, 2008). 학습자의 강점지능을 비롯하여
진로성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스마트폰 중독은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으나(김
명희, 하정희, 차경희, 2006; 문용린, 김주현, 2005) 이들 특성들을 총체적으
로 분석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
의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변인을 투입하여 강점지능
및 학교적응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강점지능 및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상관분석과 변
량분석과 같은 변인-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을 활용하여
한두 가지 변인들을 중심으로 관계를 파악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시도하였
다(권재기, 정미경, 2012).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잠재프로파일분석은 개인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으로, 이 방법은 집단 내에서 유의
하게 집단 구분을 해주어 개인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섬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Magnusson, 1998). 물론 기존에 학교적응에 대한 잠
재프로파일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Maynard et al., 2012), 강점지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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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적응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기존연구와의 주요한 차이점은
인지적 측면을 반영하는 강점지능과 정의적 측면을 반영하는 학교적응으로
구분하여, 강점지능 및 학교적응에 대한 일치-불일치 여부를 추가적으로
관찰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한 점이다.
종래에는 중학생의 강점지능 학교적응 프로파일이 어떻게 발달하고 변화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거의 두지 않았다. 강점지능과 진로성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스마트폰 중독 등은 개인의 경험과 환경에 의해 계
발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발달궤적(developmental trajectory)을 거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Gardner, 1983, 1993, 1999; 문용린, 김주현, 2005).
때문에 중학생 시기의 강점지능 및 학교적응에 대한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다
(구자은, 2000). 청소년의 강점지능 및 학교적응은 변화하며, 지속적으로 개
발되므로 잠재집단이 학년 초, 학년 말에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관찰하여
중학생 강점지능⋅학교적응 유형의 발달궤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뿐 만 아니라 프로파일 분석에서 성별의 차이는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
며(Tuominen-Soini & Salmela-Aro, 2014), 강점지능 및 학교적응에서 남학생,
여학생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은모, 2013). 청소년은 성별
과 연령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를 보이며(이은미, 박인전, 2002),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Simons-Morton
& Crump, 2003). 강점지능에서 역시 여학생은 언어, 대인관계에서 남학생
은 논리-수학, 공간에서 강점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accoby &
Jacklin, 1974; Skaalvik & Rankin, 1994). 이 연구에서는 발달단계와 성별
의 차이를 함께 고려하여 프로파일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패턴의 차이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집단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의 특징을 파악하였으며,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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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학생의 프로파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국 중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언어지능, 논리-수학
지능, 대인관계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스마트폰 중독, 학교
생활 총 8개의 변인을 투입하여 학년 초, 학년 말의 잠재프로파일을 살펴
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후에 분석한 잠재프로파일집단을 대상으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성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
음으로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여 잠재집단이 학년 초, 학년 말에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관찰하여 중학생 강점지능⋅학교적응 유형의 발달궤적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중학생의 강점지능을 통한 재능계발 및 학교
적응에 대한 정보를 통해 구체적인 교육적 중재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끝으로, 중학생의 잠재프로파일집단의 전이를 파악하는 것은 이
후 교육정책의 시행, 교육과정 개발 및 학생평가에 있어서도 주요한 함의
를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중학생의 강점지능⋅학교적응 유형에 따른 측정시기별 잠재집
단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성별에 따라 분류된 잠재집단의 특징은 학년 초, 학년 말에 어
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중학생의 강점지능⋅학교적응 유형은 학년 초, 학년 말에 어떠
한 변화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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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강점지능
Howard Gardner(1983)가 제시한 다중지능이란 IQ와 같은 한 가지 지능
만이 아닌 여러 종류의 지능을 말한다. Gardner는 다중지능을 특정문화권
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는 문화적 산물을 창출해 내는 능력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Gardner의 다중지능의 개념을
그대로 인용하고, 김동일(2014)에 의해 개발된 표준화된 검사도구 「청소년
용 SIA 강점지능검사」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강점지능(strength
intelligence)이라고 한다. 강점지능 능력검사로 측정할 수 있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을 포함한다. 언어지능의 경우, 속
담, 일반화, 상식, 이해의 하위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논리-수학지능의
경우, 산수, 공통 그림 찾기, 행렬 추리의 하위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
간지능의 경우, 도형 찾기, 종이 접어 오려내기, 정신적 물체회전, 심상회전
력의 하위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인관계지능은 Hatcher와
Rogers(2009)가 제시한 8가지 하위구인-관계지향(connect), 관계에의 참여
(engage), 주도성(lead), 당참(direct), 균형(balance), 절제(restrain), 협력
(cooperate), 배려(consider)-에 민감성을 추가하였다. 청소년용 SIA 강점지
능검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지능을 강점지능으로 해석하였다.
2) 학교적응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이란 학생이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정서적
측면, 행동적 측면, 학업적 측면에서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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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문은식, 2012; 최임숙, 김충희,
2004).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서적 측면, 행동적 측면, 학업적 측면을 학
교적응을 구성하는 요소로 간주하였다(DuBois et al., 1994; Roeser, Eccles,
& Strobel, 1998). 진로성숙도는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자신에 대한 지
식, 독립성, 진로행동의 하위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
감은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하위구인으로 이루어져 있
다. 학교생활은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의 하위구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은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가상세계지향성
의 하위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성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은 총점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해석한 반면, 스마트폰 중독은 총점이 낮
을수록 중독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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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강점지능
1) 강점지능의 개념
Gardner(2011)는 지능이 높으면 모든 분야에서 우수하다고 간주되는 종
래의 지능 이론을 비판하고, 지능을 문제 해결 능력 또는 가치 있는 어떤
결과를 창출해 내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기존의 지능 개념과 차별화 된 새
로운 인간 지능에 대한 관점을 다중지능이론으로 소개하였으며, 이후 다중
지능이론은 유아부터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언어지능, 음악지능, 논리-수
학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친화지
능, 영성지능에서 강점과 약점 지능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다중지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다만, 그 지능들의 조합 정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저
마다의 독특한 지적 특성이 발휘된다고 보았다. 그 중에서 개인의 강점지
능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능을 활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성취를 얻을
수 있는 지능이다(Gardner, 2011). 모든 학습자들은 각각의 지능이 다양한
조합 형태로 구성된 ‘지능 프로파일’을 가진다(이영만, 2004). Gardner는 지
능의 다양성보다 개인이 지닌 지능의 강점 및 약점이 반영된 지능 프로파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교육의
출발점은 개인이 지닌 독특한 지능 프로파일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된다고 할 수 있다(Gardner, 2006; Moran, Kornhaber, & Gardner, 2006).
개인은 특정 지능 영역에서의 탁월성을 가지며, 이러한 지능은 발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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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며, 나아가 계발되어질 수 있다(Armstrong, 2014). 즉, 다중지능이론
이 교육에서 시사하는 바는 모든 아동들이 저마다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
로 강점지능을 바탕으로 약점지능을 계발시키는 것에 있다. 강점지능은 능
력, 흥미, 선호, 학습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별 학습자의 배경, 불안, 경
험, 목표 등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강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학습자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지능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을만한 잠
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 차원에서 강점지능을 파악하여 독특한 능력
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중지능이론은 개개인의 강점지능에 초점을
맞춘 적합한 교수전략 제공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시사
점을 갖는다(Moran, Kornhaber, & Gardner, 2006).
2) 강점지능의 발달 단계 : IDF 모형
Gardner의 IDF 모형은 창조적 인물의 소질(I⋅Individuality), 소질을 개
발할 수 있는 영역(D⋅Domain), 개발된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F⋅
Field)를 제시한 Csikszentmihalyi의 체제모형을 결부시킨 것이다.
Gardner(1993)가 제시한 IDF 모형은 창조적 인물(I), 창조적 행위의 대상이
나 직업(D), 창조적 인물의 세계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F)로 구성되어있
다. Gardner는 개인의 타고난 재능(I)이 어떤 과정을 통해(D) 발달되어 숙
련가(I)가 되는가에 관심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재능(I)을
위해 어떠한 교육(D)을 받았으며 영향력을 끼친 주변 인물들(F)는 누구이
며 이러한 요소들이 어떠한 조합에 의해 특정 분야의 업적(F)으로 나타나
는지를 밝히었다. Csikszentmihalyi(1997)는 외부의 영향이 개인 내로 유입
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으나, Gardner는 능력이 계발되기 이전의 개인은
개인 내 능력을 지녔으며, 개인의 능력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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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 분야로의 확장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Gardner의
IDF모형과 Csikszentmihalyi의 이론과의 차이점은 주된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그림 1] IDF 모형(Gardner, 1993)
(1) 아동과 대가의 관계(I)
개인의 발달을 연구하는데 있어 아동과 대가의 관계는 재능은 있지만 아
직 미숙한 대가인 아동과 완숙한 성인 대가의 영역 간에 존재하는 불연속
성과 연속성을 지닌다. 혁신적인 인물의 어린 시절은 일반적인 인물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2) 개인과 그가 활동하는 분야의 관계(D)
사람은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현재 통용되는 상징체계를 활
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징체계를 고안한다. 혁신적인 인물은 특정 분야
의 전문 지식을 터득하고 그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궁극적으로 그 분야의
성격을 쇄신하는, 저마다의 고유한 방식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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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F)
흔히 혁신적인 인물들은 홀로 고립되어 작업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그 기간 내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부정적 혹은 긍
정적 상호작용을 하며 발달한다. 여기에는 성장기에 가족과 교사가 행하는
역할과 혁신적인 도약을 이루는 시기에 중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행하
는 역할 등이 있다.
3) 강점지능의 분류체계
(1) 언어지능
언어지능(linguistic intelligence)은 사회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여겨지며,
인간 지능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축적한 우세한 지능이다. 언어지능은 행
위의 과정에서 다른 개인을 확신시키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인 언어
의 수사학적 관점(rhetorical aspect of language), 언어의 사람이 정보를
기억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인 언어의 기억술
(mnemonic potential of language), 설명적 역할을 하는 메타언어(meta
linguistic),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의 잠재성(potential of language)의
4가지 핵심기능을 가진다(Gardner, 2011). 언어지능의 정의 및 하위구인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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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지능

<표 1> 언어지능의 정의 및 하위구인

정의
하위구인
어순, 단어와 소리, 말의
리듬과 어형변화의 순서,
⋅언어에 대한 민감성
김현진
언어의 다양한 기능, 구문론,
⋅대인적 언어력
(1999)
음운론, 의미론적 기능에
⋅작문⋅학문적 언어력
대한 민감성
⋅언어적 민감성
단어의
소리,
리듬,
의미에
정종진
⋅말하기
대한
민감성:
언어의
다양한
(2004)
⋅쓰기
기능에 대한 민감성
⋅읽기
음운론, 어문론, 의미론,
⋅음운 능력
문용린, 유경재 기능론적 지식으로 언어를
⋅어문 능력
(2009)
효과적으로 사용, 메타
⋅의미 능력
언어적 능력
⋅기능적 능력
말하기, 쓰기에서 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rmstrong
능력
⋅단어나 언어의 소리, 구조,
(2014)
구문론, 음운론, 의미론,
의미, 기능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언어의 실제 사용
등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
음운, 어문, 의미 등의 언어
⋅속담
상징체계를
빠르게
익히고,
김동일
⋅일반화
관련
문제를
해결하며,
(2014)
⋅상식
상징체계를 창조할 수 있는
⋅이해
능력

(2) 논리-수학지능
논리-수학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은 언어적, 음악적 능력
과는 대조적으로 청각⋅구어적 영역에 그 기원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사
고의 형태는 물체들의 세계와 연관되어 있다. 대상들을 만나고, 배열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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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그들의 양을 평가하는 동안 어린아이는 논리-수학적 영역을 접하게
된다. 인간은 물체에 행하는 행동, 이러한 행동사이에서 얻어지는 관계, 실
제 또는 잠재적 행동에 대한 명제, 명제들에서의 관계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된다. 발달과정에 있어 인간은 물체에서 명제, 행동에서 행동 간의 관계,
감각운동영역에서 순수 추상영역으로, 궁극적으로 논리와 과학의 최고 수
준까지 발전한다(Gardner, 2011). 논리-수학지능의 정의 및 하위구인은 다
음과 같다(<표 2> 참조).
논리-수학지능
김현진
(1999)

<표 2> 논리-수학지능의 정의 및 하위구인
정의
사물에 대한 행위를
인식하는 것. 그런 행위들
사이의 관계나 실재 가능한
행위에 대한 진술, 명제들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

하위구인
⋅학교수학
⋅일상수학
⋅전략게임
⋅일상적 문제의 논리적
해결
⋅과학적 사고
⋅문제해결
⋅수계산
⋅논리적 추론
⋅과학적 사고
⋅전략게임
⋅명제 간 관계파악
⋅문제의 추상화
⋅개념 형태화
⋅연속 추리

논리적 혹은 수적 형태에
정종진
대한 민감성 능력: 긴 연쇄적
(2004)
추리와 논리를
다루는 능력
명제간의 관계를 파악,
문용린, 유경재 개념을 형태화, 연속추리,
(2009)
논리적 수리적 유형의 문제
해결 및 추론
숫자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잘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논리적 ⋅ 수학적 패턴을
Armstrong
논리적 규칙이나 관계, 파악하는 민감성 또는 능력
(2014)
진술이나 명제, 함수 및 관련
개념에 대한 민감성
김동일
다양한 상징체계(숫자, 규칙,
⋅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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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명제 등)가 보여주는
규칙성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

⋅공통그림 찾기
⋅행렬추리

(3) 공간지능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은 첫째, 간접적으로 연관된 능력들을 내포
하며, 둘째, 지도, 다이어그램, 지리적 형태와 같은 상징들과 실제 현실 장
면의 2차원 혹은 3차원 버전인 그래픽 상징(depiction)을 활용과 같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 셋째, 구분되는 형태로 존재하거나 동 떨어
진 경험의 영역으로 존재할지 모르는 유사성에 발전하여 커진다. 서로 다
른 영역에서 유사성을 알아차리는 은유적 능력은 공간지능의 표현이 될 수
있다. 공간지능은 언어지능과 동일하게 중요시 간주되는 지능이며 “다른
지능”이다. 이분론자들은 언어 코드와 심상코드인 두 가지 표상의 시스템
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분론자들은 언어적 코드는 좌뇌에서 일어나고 공간
적 코드는 우뇌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하지만 공간적, 언어적 능력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보완적인 형태로 진행된다(Gardner, 2011). 공간지능의 정의
및 하위구인은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공간지능
김현진
(1999)

<표 3> 공간지능의 정의 및 하위구인

정의
하위구인
시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자신의 최초의
지각에 대해 변화⋅수정을
⋅공간 인식력
가할 수 있고, 적절한 물리적 ⋅공간을 통한 예술작업
자극이 없이도 자신의 시각적 ⋅대상을 통한 공간적 활동
경험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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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공간적 세계를
⋅공간인식력
정종진
정확하게 지각하는 능력:
⋅구성
(2004)
자신의 지각을 조작하고
⋅예술디자인
변형시키는 능력
정확히 지각, 지각
⋅시각세계 지각
문용린, 유경재 시각세계를
내용의 변형 및 수정, 시각적 ⋅지각내용의 변형⋅수정
(2009)
경험의 재창조
⋅시각경험 재창조
시공간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인식에 기반을
⋅시공간적 세계를
두고
변화를
가미
할
수
있는
Armstrong
정확하게 인지하고, 초기
능력
(2014)
변형을 가하는
색깔, 선, 모양, 형태, 공간 및 인식에 따라능력
이들 요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민감성
공간적인 상징체계(도형,
⋅같은 도형 찾기
그림,
지도,
입체
설계
등)를
김동일
⋅종이 접어 오려내기
익히고
이를
통해
시각적⋅
(2014)
⋅정신적 물체회전
공간적인 창조물을 만들어
⋅심상회전력
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4) 대인관계지능
대인관계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은 타인의 기분, 의도, 동기, 감정
을 지각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공동작용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사물을 판단하고 집단과 협동하며,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일컬으며, 개인적 정체감 유지에도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대인관계지능은 문화 간 다양성이 매우 뚜렷하여 비교가 불가능한 측면
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은 사회적 맥락에서 성장
해야하는 독특한 존재이며, 자신의 업적을 판단하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
여 남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 반응, 기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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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지 못하면 그들과 적절하게 교류할 수 없으며, 큰 공동체 내에서 자신
의 적절한 위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게 된다(윤인리, 2005 재인용). 대인관
계지능의 정의 및 하위구인은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대인관계지능
김현진
(1999)

<표 4> 대인관계지능의 정의 및 하위구인

정의
하위구인
다른 사람의 얼굴, 목소리,
⋅사회적 리더십
사람됨을 인식하고 그에
⋅사회적 민감성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
⋅대인관련 활동
타인의 기분, 기질, 동기, ⋅사회적 민감성(타인이해)
정종진
동기, 욕구를 식별하고
⋅타인과 어울리기
(2004)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
⋅리더십
개인차를 인식 변별, 타인
인식 및 변별
문용린, 유경재 배려, 집단의 문제를 원만히 ⋅개인차
⋅타인배려
(2009)
해결, 타인의 기분, 동기,
⋅집단문제원만해결
의도 등을 지각
다른 사람의 분위기나 의도,
동기, 느낌 등을 지각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분위기, 기질, 동기
Armstrong
표정, 목소리, 몸짓에 대한 ⋅타인의
및 욕망을 알아채고
(2014)
민감성, 대인관계에서 나타날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
수 있는 다양한 신호를
분별하는 능력, 신호에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관계지향
⋅관계에의 참여
⋅주도성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동기,
⋅당참
김동일
바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균형
(2014)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절제
능력
⋅협력
⋅배려
⋅민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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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점지능의 평가
다중지능이론에서 Gardner는 지능의 측정(measurement) 대신에 자연스
러운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지능의 사정(assessment)이 바람직하다고 보았
다. 전통적인 지능검사가 탈 맥락적, 중립적 상황에서 개인의 불안감을 수
반하고 이루어지는 반면, 수행평가와 같은 관찰은 의미 있는 맥락 속에서
개인능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Gardner는 다중지능이론에 입
각한 다중지능 평가방법을 제안하였고, 오랜 시간 학생들의 발달과정을 관
찰하면서 이들의 수행을 기록하는 방법을 권장하였다(Gardner & Hatch,
1989). 대표적인 방법으로 프로젝트 스펙트럼(Project Spectrum)과 같은 수
행 평가 방안이 있으며(Krechevsky, 1998), 이 외에도 키 초등학교(Key
School), 예술 프로펠(Arts PROPEL)등의 프로젝트를 통한 평가를 진행하
였다(정종진, 2001). 그러나 가드너의 다중지능 평가방법은 평가의 신뢰도
와 타당도 면에서 한계를 보이며, 광범위한 사용이 제한되었다(Shearer, &
Jone, 1994). 다중지능이론은 약점지능을 활용한 강점지능을 계발하는 교육
적 중재(educational intervention)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었으며, 전통적인
방식의 지능 측정이나 측정이론에 기반한 실제의 개발에는 관심을 두지 않
았다. 하지만 표준화된 검사 도구는 수행 평가에 비해 현장 활용도가 높으
며(백종남, 김삼섭, 2010), 동일한 연령대의 규준 집단이 있으며, 저렴한 비
용으로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학적 이점을 지닌다. 따라서 지능
을 객관적, 심리측정적 시각에서 측정도구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측정전문
가에 의해서 시도되었다(정종진, 2004). 현재 개발되어 있는 다중지능검사
들은 Walters(1992)의 다중지능도전(Multiple Intelligence Challenge: MIC),
Osborne과 Osborne(1992)의 일곱가지 유용한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Self
Evaluation of Seven Useful Abilities: SEVAL), Shearer(1991)의 힐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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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각된 지능평가(Hillside Assessment of Perceived Intelligences:
HAPI), Shearer(1996)의 다중지능발달 평가척도(Multiple Intelligence
Developmental Assessment Scales: MIDAS), 문용린(2003)의 MI 적성진로
진단검사, 정종진(2004)의 초등학생용 표준화 다중지능검사, 류숙희, 김주
연, 박은실(2005)의 유아용 다중지능검사(Korean Performance-based
Multiple Intelligence Test for Early Children: PMIT-E), 문용린, 유경재
(2009)의 한국형 다중지능 진단도구, 김동일(2014)의 SIA 강점지능검사 등
이 있다.
이 중 MIDAS(Multiple Intelligence Developmental Assessment Scale)
검사는 Shearer(1996)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활용
되고 있는 대표적인 자기보고식(self-report test) 다중지능 검사이다. 이
검사는 김현진(1999)에 의해 한국판 K-MIDAS로 번안되었다. Gardner가
제시한 핵심요소(core element)를 바탕으로 “어떤 활동을 좋아합니까?”와
같은 선호를 반영한 자기보고식으로 질문하는 방식이다(박소영, 김동일,
2015). 자기보고식 검사는 다중지능을 파악함에 있어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방식이며, 다중지능을 이해하는데 참고적 기능을 해왔다
(Gardner, 2006). 하지만 지적 능력을 측정함에 있어 능력과 흥미, 선호 등
에 대한 자기보고를 바탕으로 하므로 실제 능력을 측정하는데 있어 한계를
지닌다(문용린, 유경재, 전종희, 엄채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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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적응
1) 학교적응의 개념
성공적인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은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행동
적, 그리고 인지적 능력(competency)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
정된다(Perry, & Weinstein, 1998).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대응기제
(coping mechanism)와 같은 가족 변인이 중요하다(Blacher & Hatton
2001; Hatton & Emerson, 2003).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하면, 교사 혹은 학
급 요구에 적응하도록 요구받으며, 또래관계를 배우며, 자율성과 정체성을
발달해간다. 학생들이 교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가지고, 또래와 우
정을 쌓는 것은 초기 학교적응에 중요한 요소이다(Pianta et al., 1995). 이
제까지 학교적응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은 많이 있었으나, 연구자마다 다
양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박승희, 이형초, 이정윤, 2007; 이재선, 나
승일, 2011). Germain과 Bloom(1999)은 적응을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를
나타나는 개념으로 보았으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관계성
(relatedness), 능력(competence), 자기주도성(self-direction), 자기 존중
(self-esteem)을 주장하였다. Achenbach(1991)는 청소년기의 적응과 부적
응은 연속선 상의 과정으로 개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적, 발달시기상의 맥
락에서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s),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s),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e)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DuBois와 동료들(1994) 역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정서적 적응, 행동적 적응, 학업적 적응으로
개념화하고, 정서적 적응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정도, 행동적 적
응은 약물사용 및 행동문제 정도, 학업적 적응은 학교성적, 출석정도, 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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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등으로 측정하였다. Ladd, Kochenderfer와 Coleman(1997)은 학교환경
에 대한 학생의 지각과 감정을 학교적응으로 간주하고, ‘학생이 학교환경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편안함을 느끼며, 성공하는 정도’를 학교적응으로
정의하였다. Carlson 등(1999)은 학교적응을 정의함에 있어 학업성적, 중퇴
율, 문제행동으로 인한 징계 횟수, 특수교육프로그램에 배치된 기간 등의
기준을 두었다. Berndt와 Keefe(1995)는 교실활동에서의 긍정적 참여
(Berndt & Miller, 1990; Wentzel, 1993), 문제행동이 없는 적절한 교실행동
(Dubow, Tisak, Causey, Hryshko, & Reid, 1991; Wentzel, 1993), 학업성
취를 학교적응의 지표로 간주하였다.
2) 학교적응의 하위변인
발달적 변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학생 시기의 학교적응은 매
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연구되었다. 학교적응의 변인은 연구마다 다소 상이하나,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정서적 적응, 행동적 적응, 학업적 적응으로 개
념화하고(DuBois et al., 1994; Roeser, Eccles, & Strobel, 1998), 정서적 적
응은 진로성숙도, 행동적 적응은 학교생활,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학업적
적응은 학업적 효능감으로 측정하였다.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 진로성숙도
진로성숙(vocational maturity)이란 진로선택이나 의사결정에서의 개인의
진로에 대한 준비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Super, 1955). 진로성숙은 19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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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직업 흥미 및 직업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되어 정착된 개념으로 직
업생활과는 구분되는 것이다(김충기, 김현옥, 1989). 직업생활은 직업의 선
택과 결정을 의미하나 진로성숙은 진로의 계획과 선택이라는 점에서 차이
점이 있으며, 측정하는 준거는 유사하다. 진로성숙에 대한 준비 정도는 심
리⋅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Super, 1974, 1990;
Crites, 1971; Gribbons & Lohnes, 1964; Hoyt, 2005). 진로에 대한 성숙도
는 고등학교⋅대학교 선택 혹은 직업 결정의 순간을 포함하여 개인의 삶의
목적과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문용린, 김주현, 2005).
다양한 진로발달이론은 공통적으로 중학생 시기를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등을 인식하고 진로를 탐색해나가는 시기’로 정의하고 있다(Ginzberg,
1984; Super, 1980; Tiedeman, & O’Hara, 1963; Tuckman, 1974). 청소년기에
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의 진로 탐색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진로탐
색과정을 통해 가치관의 지속성이 나타나게 된다(김충기, 1995). 진로 발달
및 선택에 있어서 ‘자아개념(self concept)’은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O'Hara, & Tiedeman, 1959). 진로성숙은 학생의 개인적 측면과 더
불어 주변 환경과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청소년들이 대
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진로성숙은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
다고 할 수 있다(김보현, 조경덕, 2013). 중학생들은 이전의 시기와는 구분
되게 자신을 이해하는 폭이 넓으며, 스스로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구
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따라서 중학생 시기에 자신이 무
엇을 좋아하는지, 잘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 이해
를 바탕으로 다양한 진로 탐색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진로에 관한 결정과정은 이후의 결정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며
(Super, 1980; Ginzberg, 1984), 직업은 소속 집단, 수입, 부, 삶의 방식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생애 접근(El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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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d, 1995)은 직업 선택 및 진로 발달이 단일 결정이 아닌 생애 초기부
터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본다(Johnson & Mortimer, 2002). 특히, 중학생
시기는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며, 직업에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요
구되는 교육과정 및 훈련과정에 대해 인식하는 시기이다.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인정하고, 직업선호를 자신의
가치관 및 생애목표에 비추어 평가해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Ginzberg,
1984). Ginzberg(1984)의 진로발달 이론에 따르면, 직업선택의 과정은 환상
기(6-10세), 시험적 직업선택기(11-17세), 현실적 직업선택기(18-22세)로 이
루어진다. 중학생은 시험적 직업선택기에 속하며,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자
신의 흥미, 능력,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선택 과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Super(1980) 역시 중학교 시기의 발달과업으로 ‘구체화’를 제시하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 가치를 고려하여 선호하는 직업 선택을 위한 계
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았다. 일반적인 직업 목적을 형성하는 지적발달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시기에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호하
는 진로를 계획하고, 어떻게 계획을 실행할 것인가를 고려할 수 있다. 직
업발달단계는 성장기(0-14세), 탐색기(15-24세), 확립기(25-44세), 유지기
(45-65세), 쇠퇴기(65세 이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발달은 전 생애
에 걸쳐 이루어지고 변화하는 것이다.
Tuckman(1974)은 8단계 진로발달 이론에서 자아인식, 진로인식 및 진로
의사결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 중학생 시기는 ‘6단계: 자
기결정의 단계’를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이때 청소년들은 자신만의 규칙과
규범을 설정하고 자아를 인식하며 직업군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특히, 이
시기에 직업관이 생성되며, 진로결정의 기본 요인들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탐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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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청소년기 진로발달 단계
발달 이론
학자
단계

Super

시험적 직업선택기

탐색기

예상기

가치단계(15-16세)

잠정기(15-17세)

탐색기

⋅ 직업 선택 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특성

Tiedeman &

Ginberg

함을 인식.
⋅ 정보수집 및
가치관 생애 목표와
부합하는지 평가

O’Hara

Tuckman
자기결정의
단계
중3-고1

⋅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

⋅ 진로목표설정,

취업기회를

대안탐색, 자신의

고려함

능력과 여건

⋅ 환상, 토론,

예비평가

일의 경험으로
잠정적 진로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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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문화와
교우관계 중시
직업선택의
가치

(2)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갖는 인지적 자원이나 동기 혹은 다양한 행동과
정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 및 신념이다(Bandura,
1977, 2006).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구체적으로 학업
적 영역에 대해 형성된 개인의 자기효능감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는 학
업이 아닌 영역 혹은 일반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과는 구분되는
것이다(Bong & Skaalvik, 2003). 다시 말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성취
상황에서의 스스로에 대한 지각이나 지식을 의미한다(Byrne, 1984;
Shavelson & Bolus, 1982; Wigfield & Karpathian, 1991).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이 대두된 이후, 임상, 산업, 교육장면
등 다양한 장면에서 유용한 개인차 변인으로 그 효과에 대한 검증과 실제
적 활용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교육장면에서 학습
자들의 자기효능감은 수많은 연구와 실제적 응용 프로그램을 산출하였다.
Bandura는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으로 자신감(self-confidence), 자기조절
효능감(self-regulatory efficacy), 과제난이도 선호(task difficulty
preference)를 제시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상황에 관련된 다른
동기적, 인지적 변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수행 및 성취 수준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Bouffard-Bouchard(1990)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지각이 학습자의 수행수준, 특히 지속적인 자기 감시가 요구되는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보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증진
이 효율적인 인지적 전략의 사용을 증가시켜 높은 수행수준에 도달하게 하
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처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측면에서의 주요한 학교적응 변인이
다.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서 학생들의 사전지식
은 물론 지능, 인지양식, 성격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학업성취에 지대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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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andy & Nettelbeck, 2002; Tinajero &
Paramo, 1998). 그러나 개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자신의 정의적 특
성에 의해 조정되므로, 사전수행의 결과보다는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정의
적 특성이 때로 이들의 행동방식을 더 잘 예언해 준다고 할 수 있다(안도
희, 2004).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을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학교적응
에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두 변인 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정윤정, 임선아, 2013). 자아개념
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며(Purkey, 1970; 김용래, 1987),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가 높으면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희, 하정희, 차경
희, 2006; 이달석, 2004). 어떠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
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요소이며(Bandura,
1986; Harter, 1999),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학업 뿐 만 아니라 학급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우수한 학업성취와 학교적응 능력을 보이
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김병찬, 1995; 정윤정, 임선아, 2013). 따라서 학교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증진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Chan, 2006)
(3) 학교생활
Spencer(1999)는 학교생활을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의 다차원적 성격
및 요구 간의 교육적 적합성을 최대화하는데 필요한 학교 순응 혹은 적응
의 정도로 정의를 내리고, 학교생활 부적응은 학업동기, 학업성취, 학교 참
여, 지속성, 학교출석, 학습준비, 그리고 학교졸업 등에서의 부적합으로 이
어짐을 주장하였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관계로
학교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학교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학교생활 전반에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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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을 수 있다.
학교생활은 학교에서의 학습활동, 공동생활로서의 학교규칙 및 규범준수,
그리고 친구들 및 교사와의 대인관계 등과 같은 요인을 포함하며, 청소년
생활에 대한 만족과 행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박상희, 2009). 청소년 시
기의 또래관계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할수록 학교생
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mollar & Youniss, 1985).
Bukowski와 Hoza(1987)는 청소년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참여기회의
부족 보다는 교우관계에서의 미성숙한 언어표현과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학교에서 소외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학교생활과 관련된 영역으로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 수업, 학교 교칙, 학교 행사 등을 들 수 있으며,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
게 된다.
(4)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smart-phone)이란 일반 휴대폰과는 달리 인터넷을 연결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구동할 수 있으며, 통합 미디어 플랫폼의 기
능을 하고 있다. 오늘날 스마트폰을 이용한 관계 지향적 사고는 디지털 시
대의 대표적인 가치관이 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다. 스
마트폰이 가져온 편리함과 잦은 사용의 이면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스마트폰 중독은 인터넷이 스마트폰 세계로 옮
겨가면서 새롭게 제시된 개념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이 대두되기 전, 디지털미디어 중독의 개념을 도입
한 Goldberg(1996)은 인터넷 과다사용이 중독의 진단 기준과 거의 일치한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Young(1996)은 미디어에 중독된 사람들은 약, 알코
올,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인터넷에 대한 의존 행동이 빈번하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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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불안과 초조함을 경험하며, 학업 실패와 업무 생산량 저하 등 일상생
활에서 문제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기존 연구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독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
은 스마트폰 중독은 기존의 매체 중독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김병년, 2013; 김남선, 이규은, 2012).
특히, 오늘날의 청소년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디지털 매체에 둘러싸여 성
장하고 있으며,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스마트폰의 역기
능적 측면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김보연, 2012; 박지선, 2012, 조현옥,
2012). 최근 한국청소년개발원(2013)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전국
중학생, 고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위험 수준을 조사한
결과, 35.2%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중 27.6%가 잠
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 중 7.6%는 고 위험군으로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극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아지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
년들의 다양한 심리적 변화를 야기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새로운 매체에 대한 흥미가 높으며, 지적호기심, 민감성,
모방과 같은 개개인의 심리내적 특성이 매체 이용으로 이어지며, 매체 선
택의 동기 면에서 중독에 취약할 수 있다(김동일 외, 2012, 재인용; 김현숙,
서미정, 2012). 청소년이 되면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는 높아지는 반면, 자
신을 탐색하거나 풍부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없을 수 있는 시간은 줄어
든다.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윤미애, 2014),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역시 우울과 스트레스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을 겪을 수 있다(강주연, 2012;
김보연, 2012; 전민, 2012; 조현옥, 2012).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스마트
폰의 사용으로 대체하게 되면, 학습을 방해하여 학업 성취도를 하락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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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학교적응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배진영, 2012;
황광민, 2004).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많은 시간을 사
용하는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에 소홀해지며,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충동성이 높으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
다고 보고하고 있다(강주연, 2012; 서애정, 2013; 황승일, 2012; 성윤지,
2013). 물론 스마트 폰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우관계를 맺을 수 있
는 수단이 되며, 학습도구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스
마트폰을 사용하는 주목적은 학습이나 지식 습득이 아닌 게임, 오락, 채팅
등이며(이지원, 2011; 전소희, 2013),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게임
이나 오락을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학교
적응은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 능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할수록 진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며, 학교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학
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등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성은모, 2013; 하태현, 백현기, 2014).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스마트폰 중독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시기
에 스마트폰의 역기능적인 측면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스마트폰 환경은 첨단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한 스마트폰 중
독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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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합모형기법
혼합모형기법(Mixture Modeling Techniques: MMT)은 모집단의 잠재적
특성 속에서 이질성을 밝혀내어 집단 간의 동질한 특성을 제시하는 방법으
로 교육 분야 뿐 아니라 사회과학, 행동과학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
다(Muthén, 2000, 2001).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분석 하의 연구 대상은 동질
적 집단일 것이라 가정한다. 이들의 통계적 방법은 주로 자료에서 관찰된
이질적 특성을 다루도록 설계된다. 자료가 동질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 결과는 모든 집단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조사 중인 집단이 다양한 이질적 소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에서 찾아낸 결과들을 전체 집단에 바로 적용시키기 힘들 것이라는 가
능성을 간과한다. 연구 대상 집단 내의 피험자는 비관측 이질성을 띄고 있
는데, 이는 쉽게 관찰되지 않으며 혼합모형과 같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 관
측 가능하다(Muthén, 2001; 권재기, 2011). 혼합모형의 목적은 관찰변인에
대한 응답패턴을 기준으로 모집단 내에서 비관측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찾아내는 것이며(Hosmer, 1973; McLanchlan, & Peel,
2000; Titterington, Smith, & Makov, 1985), 유사한 응답 패턴을 가진 집
단을 관찰하는데 있다(Muthén, 2004). 즉, 고유한 모수치로 구성된 확률 분
포를 가진 하위 잠재집단을 구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잠재집단( =1, ... )별
측정모형은 공식 [1]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는데,  잠재집단  개인의 관
찰된 응답()은 집단의 요인부하량()과 개인의 요인점수()의 곱에
집단 평균()과 잔차오차()의 벡터를 합한 것을 말한다(Marcoulides,
Gottfried, Gottfried, & Oliv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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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잠재프로파일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은 혼합모형의 한 종류
로써 연구 대상 집단 내 피험자들의 문항 반응 패턴을 분류하여 비관측 이
질적 잠재집단을 발견하는 분석방법이다(홍수연, 2013; Pastor et al.,
2007). 즉, 모집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 변인에 의해 구성되어 있을
때, 비슷한 응답 패턴을 보이는 대상을 동일 집단으로 묶어 직접 관찰되지
않는 잠재적 분류요소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연관관계를 설명한다. 즉,
자료에서 잠재된 하위집단을 토대로 여러 계층 중에서 한 계층에 개개인이
속할 확률을 추정하고, 이질적 잠재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다(권재기, 정미
경, 2012; 김미희, 2014 재인용).
대상을 집단으로 분류하는 분석방법은 분석 대상들의 상호관련성을 토대
로 하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군집분석은 분석 대상들은 상호관련성에 의해
서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어주는 방법으로써 분류하고자 하는 분석 대상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비슷한 정도를 평가하는 변인-중심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혼합모형은 요인분석과 비교했을 때 개인-중심적 접근
을 취한다는 특징이 있다. 요인분석의 경우 관심 있는 변인들 사이의 관계
를 통해 요인의 구조를 파악하는 변인 지향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혼합모형은 피험자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공유하는 특징을
기초로 잠재집단을 분류하는 개인-중심적 접근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Bergman & Magnusson, 1997).
혼합모형은 기존의 전통적 군집분석과는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전통적 군집분석은 군집이 이루어진 경우, 한 개별 관찰치는 오직 한
집단에만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관찰치는 그 집단의 성격만을 반영하
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혼합모형은 한 개별 관찰치가 여러 집단에 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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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므로, 인간 행동을 보다 더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
다(홍수연, 2013). 둘째, 전통적 군집분석 방법은 군집 수의 결정이 통계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통계적으로 적정한 군집의 수를 제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군집 수가 관찰된다
는 단점이 있다(Bergman, & Magnusson, 1997). 그러나 혼합모형은 최적
집단 수를 판단하는데 있어 정보 적합도 지수(Information Creiteria: IC)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편향을 줄일 수 있
다(강민철, 조현주, 이종선, 2013). 셋째, 혼합모형은 군집분석에 비해 척도
차이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이며, 공변인을 포함하여 모형을 확장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김지현, 하문선, 김복환, 2011; 홍수연, 2013). 결론적으로
혼합모형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적정 잠재집
단 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해주며, 인간 행동의 다양성을 잘 반영
할 수 있는 통계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의 강점 중 하나는 최종 모형을 선택하는데 있어 다양
한 정보 적합도 지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속형 변인을 활용하는
잠재프로파일분석에 있어 주로 활용되는 준거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 LMR-LRT(Lo-Mendell
Rubin Likelihood Ratio Test), Entropy지수 등이 있다(권재기, 2014). 이
연구에서는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첫째, 정보 적합도 지수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
SABIC(Sample-size Adjusted BIC)를 이용하였다. AIC, BIC, SABIC는 표
집의 크기나 추정 모수의 개수를 고려하고 있으며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모형으로 간주된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둘째,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사용되는 LMR-LRT는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증가시킴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적합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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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된 차이로 검증한다. 집단의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LMR-LRT와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n Test) 지수를 이용하였다. LMR-LRT
와 BLRT는 집단의 수가 와  로 각각 추정된 두 모형을 비교하며 통
계적으로 유의할 때 잠재 계층의 수가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이 연구에서는 BLRT에 대한 부트스트랩
표본 생성 횟수를 500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개별 사례가 집단에 얼마나
정확히 분류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Entropy지수를 활용하였다.
Entropy지수는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
함을 의미한다(Kreuter, Yan, & Tourangeau, 2008). 그러나 이러한 정보
적합도 지수 뿐 만 아니라 집단별 사례수의 비율과 해석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가장 설명력 있는 집단의 수를 최종모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
하다(McCrae, Chapman, & Christ, 2006).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 하위 지표인 종속변인은 연속형이므로 조건적 분
포는 정규분포로 가정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모형은 제한적이지 않은 다변
량 정규분포로부터 얻어진다(Vermunt & Magidson, 2002). 결합밀도함수
(joint density function)는 아래 식 [2]과 같다.


   

      ∑






[2]

식 (2)에서 는 특정 잠재집단을 의미하며, c는 전체 잠재집단의 수,
   는 특정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며, 평균 벡터
 와 공분산 행렬 ∑ 을 포함한다(편지애, 20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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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재전이분석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은 잠재 마르코브 모형
(Latent Markov Model)의 한 종류이다. 이 분석의 주된 목적은 한 시점에
복수의 관찰변인이 존재하므로 이들을 토대로 잠재집단을 도출한 후, 한
시점에서 또 다른 시점으로 각 잠재집단의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y)
을 파악하는 것이다(Collins, & Lanza, 2010). 잠재전이분석은 종단 성장
분석의 일종으로 개인들이 속한 잠재집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
화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특정 모집단에 존재하는 비관측 이질성
(unobserved heterogeneity)을 추적하는 것으로 종단성장 연구에서는 비슷
한 성장궤적을 가지는 의미 있는 잠재집단을 찾는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확률은 T1의 잠재집단(i)에서 T2의 잠재집단(j)로 이동하는 특정 잠
재집단 내 개별 확률로서 정의되며, 시기 t에서 잠재집단 St일 때, 시기 t+1
에서 잠재집단 St+1로의 전이확률은  로 나타내고, 이를 행렬로 표시하
면 공식 [3]와 같다. 이때 잠재집단 각 행의 전이확률의 합은 1이다(손원
숙, 20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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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중학생의 강점지능ž학교적응 유형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중학생 9,06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1)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집단
을 임의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최소 표집 수가 500∼600여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은
전국 소재 39개 중학교의 1, 2학년 학생 총 9,064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
은 2014년도 3월, 12월 총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선정된 학교를 방문
하거나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안내한 후 담
임교사가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수거된 검사지 9,421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검사지를 제외하고 9,064부의 검사지를 분석자료로 활
용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 중 남학생 4,909명(54.2%), 여학생 4,090명(45.1%)이고,
학년별로는 1학년 7,887명(87.0%), 2학년 1,177명(13.0%)이다.
<표 6>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1학년
2학년
전체

남학생
4,303(87.7%)
606(12.3%)
4,909(54.2%)

여학생
3,532(86.4%)
558(13.6)
4,090(45.1%)

전체
7,887(87%)
1,177(13%)
9,064(100%)

1) 분석자료 출처. 자유학기제 연계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의 현장 시행 평가 연구. 서울시 교육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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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청소년용 SIA 강점지능검사, 진로성숙
도 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학교생활 척도, 스마트폰 중독 척도이다.
(1) 청소년용 SIA 강점지능검사 : 언어지능 능력검사
「청소년용 SIA 강점지능검사(Strength-based Intelligence Assessmen
t)」는 김동일(2014)에 의해 개발된 표준화 검사이며, 흥미-능력 2차원 검
사로 흥미검사와 능력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능력검사는 자기보고식
방식이 가지는 능력 측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제 수행을 측정할
수 있는 선다형 문항형태를 가진 지필평가 방식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다중지능 중 지필평가 방식이 가능한 총 4개의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언어능력검사의 경우, 속
담, 일반화, 상식, 이해의 4가지 하위구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52문항
이다. 검사 신뢰도(Cronbach’s )는 .94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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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언어지능 능력검사의 문항의 예
1. 지금은 분명 힘든 시기이지만,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
는 말도 있지 않느냐.
①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② 날면 기는 것이 능하지 못하다.
③ 마음에 있어야 꿈을 꾸지.
④ 가다말면 안 가는 것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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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 청소년용 SIA 강점지능검사 : 논리-수학지능 능력검사
논리-수학지능 능력검사의 경우 산수, 공통 그림 찾기, 행렬 추리의 3가
지 하위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수는 총 39문항이다. 검사 신뢰도는
.89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김동일, 2014).
② 논리-수학지능 능력검사의 문항의 예
1. 선물 상자 한 개를 포장하는데 30cm길이의 끈이 필요해요. 400cm의
끈이 있다면 몇 개의 선물 상자를 포장할 수 있을까요?
① 7개 ② 10개 ③ 13개
④ 33개

3번 문제에 제시된 세 가지 그림과 4번 문제에 제시된 세 가지 그림 중
공통된 특성을 가진 것은 3번 문제 ( 3 )과 4번 문제의 ( 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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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용 SIA 강점지능검사 : 공간지능 능력검사
공간지능 능력검사는 같은 도형 찾기, 종이 접어 오려내기, 정신적 물체
회전, 심상회전력의 4가지 하위구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0문항이다.
검사 신뢰도는 .86로 양호한 편이었다(김동일, 2014).
③ 공간지능 능력검사의 문항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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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용 SIA 강점지능검사 : 대인관계지능 능력검사
대인관계지능 능력검사는 Hatcher와 Rogers(2009)가 제시한 8가지 하위
구인-관계지향(Connect), 관계에의 참여(Engage), 주도성(Lead), 당참
(Direct), 균형(Balance), 절제(Restrain), 협력(Cooperate), 배려(Consider)에 민감성을 추가한 9가지 하위구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문항 수는 총 27
문항이며, 검사 신뢰도는 .91로 높은 편이었다(김동일, 2014).
④ 대인관계 능력검사의 문항의 예
1. 우준이네 반에서는 반장선거 후보를 결정할 때 반 학생들의 추천으로
하자는 의견과 원하는 학생이 자진해서 출마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준이는 원하는 학생이 자진해서 출마하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하
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반 학생들의 추천으로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
습니다. 이때 우준이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주장한다.
⓶ 다수의 뜻에 따른다.
⓷ 반대하는 친구들을 설득하여 내 편으로 만든다.
⓸ 자진출마와 학생추천의 장·단점을 이야기해보고 의견을 수렴하
자고 제안한다.
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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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로성숙도 척도
진로성숙도 척도는 한국고용정보원이 2006년에 개발한 「청소년용 진로
발달 검사개발」 중 진로성숙도검사 문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계획성 5문
항, 일에 대한 태도 5문항, 자신에 대한 지식 6문항, 독립성 5문항, 진로행
동 6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계획성
.72, 일에 대한 태도 .52, 자신에 대한 지식 .71, 독립성 .64, 진로행동 .80으
로 보고되었다. 진로성숙도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
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해
석하였다.
(6)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미영, 홍혜영(2010)이 개발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유미영, 홍혜영(2010)은 김아영, 박인영(2001)의 과제난이
도 선호 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자신감 8문항으로 구성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6점 Likert 척도를 반응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5점 Likert 척
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응답은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
감, 자신감의 세 가지 하위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신뢰도 계수
는 과제난이도 .89, 자기조절 효능감 .88, 자신감 .79이며 전체 신뢰도는 .91
으로 보고되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총 28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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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생활 척도
학교생활 척도는 김아영(2002)이 학업동기 척도 표준화연구에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척도(School Adjustment: SA)」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전체 2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의
각 요인별로 5문항씩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교사관계 .80,
교우관계 .80, 학교수업 .80, 학교규칙 .72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76
으로 보고되었다. 1점(전혀 아니다)에서 6점(매우 그렇다)까지의 6점 Likert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20문항 중 18번과 20번 문항은 역채점
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문항에서 체크한 답을 합한 총점이 높을수록 학교
생활 능력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8) 스마트폰 중독 척도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
발한 「청소년 자가진단 스마트폰 중독 척도(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일상생활장애, 금
단, 내성, 가상세계지향성의 4개의 하위구인,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응
답하게 되어 있다. 개발 당시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신뢰도 값은 전체 .88,
일상생활장애 .83, 금단 .78, 내성 .78, 가상세계지향성 .69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1, 2, 3, 4 점수로 채점된다. 원점수 총점
45점 이상은 고위험 사용자군, 원점수 총점 42점 이상, 44점 이하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그리고 두 집단에 속하지 않는 집단은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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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혼합모형기법(Mixture Modeling Techniques: MMT)을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PA), 다집단 분석(Multiple Group Analysis),
잠재전이분석(LTA)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먼저 두 측정시기별(학년 초, 학년 말)로 8개 독립
변인을 투입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한 다음, 도출된 잠재프로파일
집단에 기반하여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최적의 집단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보 적합도 지수(Information Creiteria; IC)를 활용하였
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혼합모형의 평가 기준은 첫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Akaike, 1987),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Schwarz, 1978), 및 표본크기에 의해서 수정된 SABIC 등의 정
보 적합도 지수이며, 점수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경우, 최적의 모형으
로 판단한다. 둘째, LMR-LRT(Lo-Mendell Rubin Likelihood Ratio Test),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n Test)의 통계적 검증을 통하여 모형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Entropy지수는 0에서 1까지의 값
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모형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혼합모형에서 최적의 집단 수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주요한 문제인데, 집
단의 수에 따라 연구의 결과 해석 및 추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최적의
집단 수 결정을 위한 합의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보 적합도 지수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이 연구는 이러한 정보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석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모형을 결정하였다(Lanza, & Collins,
2008).
또한 성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집단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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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고 있는 집단으로 설정한 후, 혼합모형(Mixture Modeling with
known class)으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잠재집단 간 차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 성별에 따른 강점
지능⋅학교적응의 차이를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 M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Mplus 5.21(Muthén &
Muthén, 2007), SPSS 12.0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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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중학생 강점지능⋅학교적응 유형 잠재프로파일분석
1) 잠재집단의 수 결정
(1) 중학생 강점지능⋅학교적응 유형 잠재집단의 수
중학생의 강점지능⋅학교적응 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의 수 및 특징을 확
인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에 따라
모형 적합도 지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적
합하게 잘 분류된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결정하였다.
<표 7> 중학생 학년 초 잠재프로파일분석 모형 적합도
잠재집단 분류율(%)
1 2 3 4 5 6
1-class 510333.352 510447.121 510396.275 na na 100
2-class 502939.650 503117.413 503037.967 0.0000 0.0000 63.77 36.22
3-class 500128.142 500369.899 500261.853 0.0000 0.0000 22.91 44.91 32.17
4-class 497879.272 498185.024 498048.3770.00000.0000 22.61 20.96 35.79 20.61
5-class 496958.565 497328.312 497163.065 0.0118 0.0000 12.34 21.81 36.75 12.54 16.55
6-class 495953.209 496386.950 496193.102 0.4028 0.0000 0661 1668 1114 1689 3284 1581
모형

AIC

BIC

SABIC LMR BLRT

n = 9050, na =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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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중학생 학년 말 잠재프로파일분석 모형 적합도
모형

AIC

1-class 544860.077
2-class 535230.064
3-class 530817.603
4-class 528786.727
5-class 527054.623
6-class 526143.032

BIC
544973.870
535407.866
531059.413
529092.546
527424.450
526576.868

잠재집단 분류율(%)
1 2 3 4 5 6
na na 100
0.0000 0.0000 66.84 33.15
0.0000 0.0000 20.17 51.50 28.32
0.0000 0.0000 30.22 37.18 16.51 16.08
0.0000 0.0000 15.46 28.08 09.03 12.49 34.92
0.0000 0.0000 02.32 20.16 09.51 33.07 23.19 11.71

SABIC LMR BLRT
544923.025
535328.420
530951.367
528955.899
527259.203
526383.020

n = 9064, na = not applicable.

중학생의 강점지능⋅학교적응 응답 패턴에 따른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
기 위해 8개의 독립변인들을 모두 포함한 조건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수를 증가시키며 모형 적합도 준거인 AIC, BIC(이하 정보 적합도 지수),
LMR, BLRT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AIC와 BIC는 수치가 낮
을수록 모형 적합도를 잘 설명해주며, LMR, BLRT값은 .001수준에서 유의
한지 확인할 수 있다(권재기, 2011; Muthén, 2001). BLRT값이 LMR값보다
모형적합도 판정에서 좋은 수치인 것으로 판단되며, 하지만 사례수를 지나
치게 작게 추정한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이러한 정보 적합도 지수를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모형 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McCrae,
Chapman, & Christ, 2006).
중학생의 학년 초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잠재집단이 4개일 경우, 정보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잠재집단 수가 1, 2, 3개일 때 보다
AIC(497879.272), BIC(498185.024)가 다른 잠재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본 크기에 맞게 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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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SABIC) 역시 모형이 4개일 때, 498048.377으로 낮은 값을 나타냈다.
모형이 5개일 때, AIC, BIC는 낮아지나 LMR값이 .0118로 .001수준에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결과, 모형이 4개일
때 AIC(497879.272), BIC(498185.024)이 낮고, LMR(0.0000,  < .001)과
BLRT(0.0000,  < .001)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ntropy지수는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
함을 의미한다(Kreuter, Yan & Tourangeau, 2008). 잠재집단 분류의 정확
도 및 질을 나타내는 Entropy지수의 경우는 .6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
으며, 모형이 4개일 때 .69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강점
지능⋅학교적응에 따른 집단 구분은 4개의 잠재집단 모형이 최적인 모형으
로 확인되었다(표< 7>참조).
중학생의 학년 말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잠재집단이 4개일 경우의 정
보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잠재집단 수가 1, 2, 3개일 때 보다
AIC(528786.727), BIC(529092.546)가 다른 잠재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본 크기에 맞게 조정된
BIC(SABIC) 역시 모형이 4개일 때, 528955.899으로 낮은 값을 나타냈다.
모형이 5개일 때, AIC, BIC가 낮아지며, LMR값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으
나, 10% 미만인 집단이 나타나 의미 있는 집단으로 구분으로 볼 수 없으
므로 최종적으로 4개 집단을 선택하였다. 다시 말해, 모형이 4개일 때
AIC(528786.727), BIC(529092.546)이 낮고, LMR(0.0000,  < .001)과
BLRT(0.0000,  < .001)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집
단 분류의 정확도 및 질을 나타내는 Entropy지수의 역시 모형이 4개일 때
0.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중학생의 강점지능⋅학교적응 학년 초 잠
재프로파일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학년 말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역시 4
개의 잠재집단 모형이 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8> 참조).
- 47 -

2) 분류된 잠재집단의 형태 및 특징
(1) 중학생 강점지능⋅학교적응 유형 학년 초 잠재프로파일분석
앞서 분류된 4개의 잠재집단을 제시하고, 학년 초 잠재집단의 형태 및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잠재집단별 소속확률 및 평균은 <표 9>와 같
다.
<표 9> 중학생 학년 초 잠재집단별 평균
소속확률
(%)
진로성숙도
학교적응 학업효능감
학교생활
스마트폰중독
언어
논리수학
강점지능
공간
대인관계

측정시기 1: 학년 초
잠재
잠재
집단1
집단2
2,046
1,897
(22.61%) (20.96%)
40.74
50.40
39.50
50.08
38.76
50.07
56.79
49.77
48.66
41.10
49.24
39.03
50.05
42.73
49.87
42.98

잠재
집단3
3,239
(35.79%)
50.00
49.47
49.93
50.22
55.78
56.35
53.96
53.18

잠재
집단4
1,865
(20.61%)
60.02
62.86
63.06
42.21
50.07
50.54
50.39
51.47

잠재집단 1은 학교적응의 4개 변인 중에서 진로성숙도, 학교생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점수는 낮게 나타났으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고, 강점지
능의 4개 변인(언어, 논리-수학, 공간, 대인관계)의 점수는 평균 수준을 보
이고 있다. 이 집단은 전체 중학생의 22.61%(2,046명)를 차지하며, 강점지
능에 비해 학교적응 정도가 가장 낮은 집단으로 확인되므로 ‘비몰입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2은 학교적응의 4개 변인(진로성숙도, 학교생활, 학업적 자기효
능감, 스마트폰 중독)의 점수는 평균으로 나타났으나, 강점지능의 4개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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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학생 학년 초 강점지능⋅학교적응 유형 잠재프로파일
(언어, 논리-수학, 공간, 대인관계)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집단
은 전체 중학생의 20.96%(1,897명)이며, 학교적응에 비해 강점지능이 낮은
집단으로 확인되므로 ‘침체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3은 학교적응의 4개 변인(진로성숙도, 학교생활, 학업적 자기효
능감, 스마트폰 중독)은 보통 수준이며, 강점지능의 4개 변인(언어, 논리수학, 공간, 대인관계)의 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의 소속확
률은 35.79%(3,239명)로 가장 많은 학생들을 포함하며, 학교적응에 비해 강
점지능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성취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4은 학교적응의 4개 변인 중에서 진로성숙도, 학교생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반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가장 낮았다. 강점지능의 4개 변인(언어, 논리-수학, 공간, 대인관계)의 점
수는 평균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전체 중학생의 20.61%(1,865명)이며,
강점지능에 비해 학교적응 정도가 높은 집단으로 확인되므로 ‘적응형’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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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생 강점지능⋅학교적응 학년 말 유형 잠재프로파일분석
앞서 분류된 4개의 잠재집단을 제시하고, 학년 말 잠재집단의 형태 및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잠재집단 별 소속확률 및 평균은 <표 10>와
같다.
<표 10> 중학생 학년 말 잠재집단별 평균
소속확률
(%)
진로성숙도
학교적응 학업효능감
학교생활
스마트폰중독
언어
논리수학
강점지능
공간
대인관계

측정시기 2: 학년 말
잠재
잠재
집단1
집단2
2,739
1,496
(30.22%) (16.51%)
41.53
48.64
41.40
47.87
40.84
48.35
55.77
51.49
49.66
34.67
59.03
35.31
55.47
43.19
50.61
40.90

잠재
집단3
3,370
(37.18%)
51.75
51.54
52.02
48.72
54.25
63.66
58.00
53.59

잠재
집단4
1,457
(16.08%)
63.49
65.05
64.30
40.44
50.79
59.60
56.16
53.43

잠재집단 1은 학교적응의 4개 변인 중에서 진로성숙도, 학교생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점수는 낮게 나타났으나, 스마트폰 중독은 가장 높았다. 강점
지능의 4개 변인(언어, 논리-수학, 공간, 대인관계) 중 언어, 대인관계지능
은 평균 수준이나, 논리-수학, 공간지능은 우수한 편이었다. 이 집단은 전
체 중학생의 30.22%(2,739명)이며, 강점지능에 비해 학교적응 정도가 가장
낮은 집단으로 확인되므로 ‘비몰입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2은 학교적응의 4개 변인(진로성숙도, 학교생활, 학업적 자기효
능감, 스마트폰 중독)의 점수는 평균으로 나타났으나, 강점지능의 4개 변인
(언어, 논리-수학, 공간, 대인관계) 점수가 낮았다. 그 중에서 특히 언어, 논
리-수학지능의 점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집단은 전체 중학
생의 16.51%(1,496명)이며, 학교적응에 비해 강점지능이 낮은 집단이므로
- 50 -

[그림 3] 중학생 학년 말 강점지능⋅학교적응 유형 잠재프로파일
‘침체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3은 학교적응의 4개 변인(진로성숙도, 학교생활, 학업적 자기효
능감, 스마트폰 중독)은 보통 수준이며, 강점지능의 4개 변인(언어, 논리수학, 공간, 대인관계)은 논리-수학, 공간, 언어, 대인관계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이 집단은 참여 학생의 37.18%(3,370명)를 차지하며, 학교적응에
비해 강점지능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성취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4은 학교적응의 4개 변인 중에서 진로성숙도, 학교생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강점지능의 4개 변인(언어, 논리-수학, 공간, 대인관계)의 점
수는 논리-수학, 공간, 대인관계, 언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집단은 참
여 학생의 16.08%(1,457명)이며, 네 번째 집단은 강점지능에 비해 학교적응
정도가 높은 집단으로 확인되므로 ‘적응형’으로 명명하였다.
중학생 강점지능⋅학교적응 유형에 따른 8개 변인의 다변량 분산분석 결
과는 <표 11>과 같다. 모든 변인에서 학년 초, 학년 말 잠재집단 간 차이
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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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8개 변인에 따른 강점지능⋅학교적응 유형의 학년 초 차이

소속확률(%)
진로성숙도
학교적응 학업효능감
학교생활
스마트폰중독
언어
강점지능 논리수학
공간
대인관계

측정시기 1: 학년 초
잠재집단1 잠재집단2 잠재집단3 잠재집단4
F
비몰입형 침체형 성취형 적응형
2,046
1,897
3,239
1,865
(22.61%) (20.96%) (35.79%) (20.61%)
40.74
50.40
50.00
60.02 1680.745
39.50
50.08
49.47
62.86 3628.791
38.76
50.07
49.93
63.06 4415.166
56.79
49.77
50.22
42.21 762.377
48.66
41.10
55.78
50.07 986.993
49.24
39.03
56.35
50.54 1581.774
50.05
42.73
53.96
50.39 493.638
49.87
42.98
53.18
51.47 402.434

<표 12> 8개 변인에 따른 강점지능⋅학교적응 유형의 학년 말 차이

학교적
응
강점지
능


소속확률
(%)
진로성숙도
학업효능감
학교생활
스마트폰중독
언어
논리수학
공간
대인관계

측정시기 2: 학년 말
잠재집단1 잠재집단2 잠재집단3 잠재집단4
F
비몰입형 침체형 성취형 적응형
2,739
3,370
1,496
1,457
(30.22%) (37.18%) (16.51%) (16.08%)
41.53
51.75
48.64
63.49 2868.593
41.40
51.54
47.87
65.05 3994.087
40.84
52.02
48.35
64.30 3993.618
55.77
48.72
51.49
40.44 926.046
49.66
54.25
34.67
50.79 1063.202
59.03
63.66
35.31
59.60 2032.480
55.47
58.00
43.19
56.16 708.947
50.61
53.59
40.90
53.43 521.323

< .05,  < .01,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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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
1) 중학생 강점지능ž학교적응 유형의 성별 특징
(1) 성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집단 차이
확인된 잠재집단의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년 초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 값은 6.491, 유의확률은 .37로써 유의수준
.01에서 4개 잠재집단에 따른 유의한 성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 6.491,  > .001). 학년 말, 카이제곱 검정 통계 값은 366.517, 유의확
률은 .000으로써 유의수준 .01에서 4개 잠재집단에 따른 유의한 성별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66.517,  < .001).




(2) 성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집단 특징
4개 잠재집단에 따른 성별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확인된 집단을 대
상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mixture modeling with known class)을 실시하
였다. 성별에 대한 집단을 이미 알고 있는 집단(known class)으로 설정하
고 이에 따라 4개 잠재집단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13>, <표 14>, [그림 4], [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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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성별에 따른 학년 초 잠재프로파일 특징
남자

여자

1
2
3
4
1
2
3
4
잠재집단 비몰입형
침체형 성취형 적응형 비몰입형 침체형 성취형 적응형
소속확률 1,106 1,034 1,767 996 861 829 1,471 921
(%) (12.31%) (11.51%) (19.67%) (11.09%) (9.58%) (9.23%) (16.37%) (10.25%)
진로성숙도 40.86 50.96 49.84 59.69 41.65 49.85 49.75 59.47
학교 학업효능감 40.04 50.22 49.58 62.64 39.70 49.75 48.89 62.34
적응 학교생활 39.16 50.21 49.71 62.47 39.30 49.83 49.65 62.76
스마트폰중독 55.83 49.84 50.34 42.29 57.21 50.07 50.32 42.61
언어
47.70 40.81 54.38 48.60 50.50 42.85 56.61 51.86
강점 논리수학 48.75 39.67 56.25 50.18 49.96 40.25 55.73 50.97
지능 공간
50.56 43.10 54.87 51.15 49.37 43.23 52.68 49.64
대인관계 48.43 42.85 51.73 50.08 51.63 44.72 54.32 52.97

n = 8985

[그림 4] 성별에 따른 학년 초 잠재프로파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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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학년 초 잠재집단을 살펴보면, ‘비몰입
형’에서는 여학생의 진로성숙도(=41.65)가 남학생의 진로성숙도(=40.8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55.83)이
여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수준(=57.2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점지
능에서는 공간지능(=49.37)을 제외한 언어지능(=50.50), 논리-수학지능
(=47.37), 대인관계지능(=51.63)에서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과 강점지능 간의 불일치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침체형’에서는 남학생의 진로성숙도(=50.96), 학업적 자기효능감
(=50.22), 학교생활(=50.21) 점수가 여학생 보다 높았으며, 스마트폰 중
독(=49.84) 수준도 여학생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점지능에
서는 4개 지능 모두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보다 높았다(언어지능
=42.85, 논리-수학지능=40.25, 공간지능=43.23, 대인관계지능=44.72).
‘향상형’에서는 학교적응 측면에서는 점수가 비슷했으나, 언어지능(
=56.61)과 대인관계지능(=54.32)은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논리-수학
지능(=56.25)과 공간지능(=54.87)은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적응형’에
서는 학교적응 측면에서는 비슷한 프로파일을 나타내었으며, 강점지능에서
는 여학생의 언어지능(=51.86)과 대인관계지능(=52.97)에서, 남학생은
공간지능(=51.15)에서 강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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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성별에 따른 학년 말 잠재프로파일 특징
남자

여자

1
2
3
4
1
2
3
4
잠재집단 비몰입형
침체형 성취형 적응형 비몰입형 침체형 성취형 적응형
소속확률 965 843 2,222 879 703 732 1,851 803
(%) (10.73%) (9.37%) (24.69%) (9.76%) (7.81%) (8.14%) (20.57%) (8.94%)
진로성숙도 43.01 55.73 45.99 60.60 40.26 49.70 49.62 61.97
학교 학업효능감 43.09 55.75 46.27 62.43 39.55 47.93 48.86 62.97
적응 학교생활 42.54 56.23 46.07 61.33 39.26 49.22 49.25 63.02
스마트폰중독 54.87 45.04 52.62 41.71 56.98 51.28 50.91 41.51
언어
37.18 38.21 52.27 53.66 49.84 39.32 56.26 53.96
강점 논리수학 40.84 42.32 64.08 65.40 56.57 41.12 64.34 61.51
지능 공간
47.49 49.43 59.33 59.70 52.74 44.47 56.96 55.73
대인관계 41.70 43.46 50.88 53.15 52.02 47.59 55.30 56.70
n = 8999

[그림 5] 성별에 따른 학년 말 잠재프로파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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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말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잠재집단을 살펴보면, ‘비몰입
형’에서는 여학생의 진로성숙도(=43.01), 학업적 자기효능감(=43.09), 학
교생활(=42.54)이 남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스마트
폰 중독(=54.87) 수준은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언
어지능(=49.84), 논리-수학지능(=56.57), 공간지능(=52.74), 대인관계
지능(=52.02)은 같은 집단에 속한 남학생에 비해 무척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몰입형’에서 학교적응 뿐만 아니라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에서 역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가 뚜렷한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침체형’에서는 남학생의 진로성숙도(=55.73), 학
업적 자기효능감(=55.75), 학교생활(=56.23) 점수가 여학생 보다 높았으
며, 스마트폰 중독(=45.04) 수준도 여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학생의 논리-수학지능(=42.32)과 공간지능(=49.43)은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언어지능(=39.32)과 대인관계지능(=47.59)은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향상형’에서는 여학생의 진로성숙도(
=49.62), 학업적 자기효능감(=48.86), 학교생활(=49.25)이 높게 나타났으
며, 스마트폰 중독(=50.91)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언어지능(=39.32), 논
리-수학지능(=41.12), 공간지능(=44.47), 대인관계지능(=47.59)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적응형’에서는
여학생의 진로성숙도(=61.97), 학업적 자기효능감(=62.97), 학교생활(
=63.02)이 높게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중독(=41.51) 수준은 낮게 나타났
다. 강점지능에서는 여학생의 언어지능(=53.96)과 대인관계지능(
=56.70)에서, 남학생은 논리-수학지능(=65.40)과 공간지능(=59.70)에서
강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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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류된 잠재집단의 잠재전이분석
중학생 강점지능⋅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에 따른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하여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년 초 4개 잠재집단, 학년 말 4
개 잠재집단에 따른 잠재집단 학생 수와 구성 비율(counts and
proportions for the latent classes)은 다음과 같다(<표 15>, [그림 ]).
<표 15> 잠재전이분석에 따른 잠재집단 학생 수와 비율
잠재집단
1
비몰입형
학년 말
2
LPA 침체형
3
성취형
4
적응형

1
비몰입형
694
(7.66%)
937
(10.34%)
335
(3.70%)
337
(3.72%)

학년 초
LPA
2
침체형
270
(2.98%)
1,770
(19.53%)
46
(0.51%)
611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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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취형
919
(10.14%)
397
(4.38%)
748
(8.25%)
359
(3.96%)

4
적응형
290
(3.20%)
824
(9.09%)
157
(1.73%)
370
(4.08%)

다음으로 <표 16>는 학년 초와 학년 말의 잠재변화 확률(latent
transition probability)을 나타낸 것이다. 학년 초에 ’침체형’에 속한 학생
들이 학년 말에 ‘비몰입형’으로 변화한 확률은 40%로 높게 나타났다. 다
음으로 학년 초에 ‘침체형’에 속한 학생들이 학년 말에도 ‘침체형’에 속
한 확률은 61%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년 초에 ‘성취형’이었던 집단이
‘비몰입형’이나 ‘침체형’으로 변화한 확률은 각각 16%, 3%로 낮게 나타
났다. 다음으로 ‘성취형’이었던 학생이 ‘성취형’에 머무를 확률은 29% 였
으며, ‘비몰입형’이 ‘성취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35%로 확인되었다. 마지
막으로 ‘적응형‘이 ‘적응형‘으로 머무를 확률은 23% 였으며, ‘침체형‘이
‘적응형‘으로 전이한 확률 4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
과를 종합해 볼 때 전체 집단의 전이패턴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학년 초
-학년 말에 걸쳐 동일한 강점지능⋅학교적응 유형에 계속 속하기 보다
는 시간에 따라 집단 소속이 바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6> 잠재 변화 확률

학년 말
LPA

잠재집단
1
비몰입형
2
침체형
3
성취형
4
적응형

1
비몰입형
29%
13%
35%

학년 초
LPA
2
침체형
40%
61%
20%

3
성취형
16%
3%
29%

4
적응형
15%
23%
16%

47%

11%

2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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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중학생 9,064명을 대상으로 강점지능⋅학교적응에 따른 잠재
집단을 분류하고, 성별에 따른 잠재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여 학년 초, 학년 말에 따른 강점지능⋅학
교적응에 따른 프로파일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8개의 변인에 대한 응답 패턴을 기준으로 잠재프로파일을 시도한
결과, 학년 초와 학년 말 각각 4개의 잠재집단이 확인되었다. 잠재집단1
‘비몰입형’, 잠재집단2 ‘침체형’, 잠재집단3 ‘성취형’, 잠재집단4 ‘적응형’으로
명명하였다. ‘비몰입형’은 강점지능에 비해서 학교적응의 점수가 낮은 집단
이며, ‘침체형’은 강점지능 및 학교적응이 낮은 집단이며, ‘성취형’은 학교적
응에 비해 강점지능이 높은 집단이며, 마지막으로 ‘적응형’은 강점지능에
비해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단순히 학업성취나
이외의 단일 변인만으로 학교적응을 살펴보았던 선행연구들과는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다양한 변인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프로
파일을 가진 집단을 찾아낼 수 있었으며, 하위 집단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Maynard et al., 2012). 학교적응 수준과 능력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프로파일을 가진 학생들에게 기존의 접근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
적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Armstrong, 2014; Moran,
Kornhaber, & Gardner, 2006; Tuominen-Soini & Salmela-Aro, 2014). 함
께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학생들이라도 강점지능 및 학교적응 정도의 차이
에 따라 발달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강점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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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교적응의 다양한 변인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상호작용하는 측면을 살
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의 학교적응 및 인지적 측면의 강점지
능 간의 일치-불일치 여부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습자의 동기 및 성취를
고취시키고, 적절한 교육적 중재를 제공하는데 있어 개인 내, 개인 간 일치
-불일치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박소영, 김동일, 2015).
둘째, 분류된 4개의 잠재집단을 기준으로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실
시하였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학년 초 성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집단 간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년 말 성별에 따른 잠재프
로파일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집단 분석 결과, 성별
에 따른 학년말 강점지능-학교적응 패턴의 불일치가 학년 초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학교적응 측면에서 성별의 차이는 잠재
집단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비몰입형’, ‘침체형’에서는 남학생의
진로성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스마트폰 중독에서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적응형’, ‘향상형’에서는 여학생의 진로
성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스마트폰 중독이 남학생보다 긍정적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침체형’, ‘적응형’에서는 남녀 비율이 비슷한 반면,
남학생이 ‘성취형’은 25.69%로 여학생 20.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몰입형’ 남학생이 10.73%로 여학생 7.87%보다 많았다. ‘성취형’과
‘비몰입형’은 학교적응에 비해 능력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이러한 연구결과
는 일반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학교적응을 더 잘한다고 알려진 선
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Card, Stuckyy, Sawalani, & Little, 2008;
Simons-Motton & Crump, 2003). 반면, ‘적응형’과 ‘성취형’에서의 여학생
소속확률은 직업기대와 능력지각 사이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큰 일
치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남학생이 일반
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자신의 능력에 상관없이 흥미로운 영역을 탐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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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연관되어 있다(서지윤, 김미경, 송수용, 2013). 이처럼 학교적응의 자
아탄력성, 대인관계의 형태, 학교출석, 정서적지지 정도의 수준이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Vennstra et al., 2010; Thornton et al.,
2013).
강점지능에서는 잠재집단에 따른 차이보다는 성별에 따라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은 언어지능과 대인관
계지능에서 남학생은 논리-수학지능과 공간지능에서 강점을 보였다. 이는
여학생의 경우 언어적 지능이 발달하고, 남학생의 경우 공간적 지능이 우
세하다는 기존의 다중지능 성차를 다룬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송명자, 1996; 정지원, 2004). 성별에 따른 다중지능 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대인관계, 개인이해지능이 높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논리-수학, 공간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accoby &
Jacklin, 1974; Skaalvik & Rankin, 1994).
셋째, 중학생 강점지능⋅학교적응 유형이 학년 초, 학년 말에 보이는 변
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년 초, 학
년 말 강점지능⋅학교적응 유형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침체형’에
속한 학생들이 ‘비몰입형’으로 변화한 확률은 40%, ‘침체형’에 속한 학생들
이 ‘침체형’에 속한 확률은 61%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취형’이었던 집
단이 ‘비몰입형’이나 ‘침체형’으로 변화한 확률은 각각 16%, 3%로 낮게 나
타났다. ‘성취형’이었던 학생이 ‘성취형’에 머무를 확률은 29%로 나타났으
며, ‘비몰입형’이 ‘성취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3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적응형‘이 ‘적응형‘으로 머무를 확률은 23%로 나타났으며, ‘침체형’이 ‘적응
형‘으로 전이한 확률은 4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학
교적응 수준이 낮은 ‘침체형’에서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적응형’으로 변화
하는 경향이, 강점지능의 상대적으로 낮은 ‘침체형’에서 강점지능이 발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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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형’으로 전이할 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 내적 변인임이 확인된 바 있으
며(박성혜, 윤종희, 2013),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는 이
후의 성취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학기 초에서 학기 말 시기동안 강점지능⋅
학교적응 프로파일은 변화 가능하고, 학기 초의 성별에 따른 강점지능⋅학
교적응은 덜 분화된 형태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연관된 변인들은 청소
년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므로, 반드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
다(Bergman & Magnusson, 1997; Bergman & Trost, 2006; Von Eye &
Bergman, 2003). 변인-중심적 접근에 기반하여 중⋅고등학생의 학교적응
의 프로파일을 검토한 연구(양명희, 정윤선, 2012)나 다중지능 프로파일을
분석한 연구(박숙희, 2014) 등에서는 강점지능⋅학교적응을 비교적 안정적
인 구인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학교적응 프로파일의 변화를 보고한 선행연구에서처럼, 중학생의 학년 초
에서 학년 말 사이에 강점지능⋅학교적응 유형 프로파일은 유사한 성향을
가진 프로파일로의 전이와 같은 안정성 뿐 아니라 침체 또는 성취 프로파
일로의 변화 역시 가능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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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시사점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교육적 시사점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발달에서 중요한 시기인 중학생을 대상
으로 강점지능⋅학교적응 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하였으며, 학교 현
장에서 학생들의 강점지능 및 학교적응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측면
과 정의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증명하였다. 이를 통해 ‘비몰입
형’, ‘침체형’, ‘성취형’, ‘적응형’으로 학교적응-강점지능 간 프로파일이 다양
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각 잠재집단별로 다양한 교육적 중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특정 패턴을 보이는 학습자에게 어
떠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프
로파일분석은 강점을 갖는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교육적 중재를 제
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강점지능⋅학교적응 유형에 있어 비슷한 양상
을 보이는 잠재집단을 살펴보고, 각 잠재집단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프로
파일에 따른 최적화된 개입과 교육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의미
가 있다.
둘째, 학교적응은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고, 강점지능은 수행식으로 측정
함에 따라 학생이 지각하는 스스로의 학교적응과 학생이 실제로 보여주는
학업수행과의 일치-불일치를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강점지능을 계발하고,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을 파악하는 등 학교에서의 성취 뿐 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한다. 청소년 발달 시기에
개인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교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행복한 학
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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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표집 대
상이 중학생 1학년 9,064명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모든 학교
급에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표집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중학생 3학년 대상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중학생, 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각
학교급에 따라 강점지능⋅학교적응 유형 발달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동질적인 잠재집단이 형성되는지, 발달 단계의 변곡점이 있는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집중적인 교육적
중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진로성숙도, 학교생활, 학업적 자기효능감, 스마트폰 중
독,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 8개 변인만을 대상으
로 하였다. 하지만 이외에도 학생의 강점지능⋅학교적응을 이해할 수 있는
변인은 학습양식, 불안, 부모의 양육태도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추
가적으로 변인을 투입하여 보다 구체화된 교육적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강점지능⋅학교적응 변화를 개인-중심적인 접근법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변인-중심적 접근법을 상호보
완적으로 적용하여, 강점지능⋅학교적응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를 통
한 유용한 정보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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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학생의 강점지능⋅학교적응에 따른 프로파일분석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하였으나 이를 설명하는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
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강점지능⋅학교적응 집단이 나타나는 이유와 집단
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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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tent Profile Analysis of Middle School Student’s
Strength Intelligence and School Adjustm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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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latent profiles of first and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students across the nation by
inserting

eight

following

variables:

linguistic

intelligence,

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spati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intelligence, vocational maturity, academic self-efficacy, school life,
smart-phone addiction.
Latent profile analysis(LPA) was employed to derive latent classes
that describe different categorical types of participants based on the
response pattern associated with continuously measured observed
variables in the data set. In order to investigate gender differences
based on the results of LPA, Multi Group Analysis(MGA)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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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through mixture modeling with known class option. Then,
latent transition analysis(LTA) was used to analyze the changes in
developmental trajectory from beginning to the end of the school
year of middle school students’ strength Intelligence and school
adjustment types.
A sample of 9,421 students ranging in age from 14 to 15 were
selected from middle schools located in urban areas in South Korea.
Qualified

teachers

Assessment(SIA)

to

implemented
participants

in

Strength
this

study.

Intelligence
After

excluding

missing data, the total sample consisted of 9,064 participants.
LPA was used to identify groups of students with similar profiles
of SIA factors and validated the LPA groups by the response
pattern. LPA was conducted with Mplus. MGA was used to identify
gender differences of latent profiles that were categorized from
LPA(Muthén & Muthén, 2004). LTA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chang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ur latent groups were identified both at the beginning and
end of school year based on responding type to eight inserted
variables.

The

classified

latent

groups

were

named

as

“non-immersion type”, “stagnation type”, “achievement type”, and
“adjustment type”. Second, the MGA on four latent profiles revealed
differences between genders, with greater strength intelligence and
school adjustment discrepancies among male participants. Third,
temporal changes of middle school students’ strength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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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chool adjustment profile were examined through LTA. Obtained
results demonstrated the change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school year.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 Middle School Student, Strength Intelligence, School
Adjustment,
Analysis,

Latent
Latent

Profile

Analysis,

Transition

Analysis,

Intelligence-School Adjustment Profile
Students Number : 2012-23540

- 82 -

Multi

Group
Streng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