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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청소년-또래 비행의 유형과 특성 

Objective: Delinquent peers are important predictors of adolescent delinquent behavior. Few 
studies have classified individuals into groups based on patterns of delinquent behavior among 
youth and their peers. This study identified latent groups based on adolescent-peer delinquency 
and examine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each latent group.     
Methods:  First, the study employed latent class analysis based o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 
of South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N  = 2,277). Both adolescent and peer delinquent 
behaviors comprised 13 items in the questionnaire that was self-reported by adolescents. Second, 
the study used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s to analyze psychosocial symptoms of latent groups 
and conducted Wald tests to compare differences among latent groups.    
Results: Patterns of adolescent-peer delinquency were classified into six latent groups. “Mutual 
total delinquent group (1.2%)” showed high rates in most delinquent experiences. “Mutual status 
delinquent group (5.7%)” mainly experienced status delinquency, “Mutual violence delinquent 
group (5.3%)” showed high rates of violent delinquency. “Peer-only total high delinquent group 
(3.8%)” reported friends to have engaged in all types of delinquency and “Peer-only total medium 
delinquent group (11.8%)” reported peer involvement in multiple status and few violent 
delinquency. Finally, “low risk group (72.2%)” reported low rates of delinquency for themselves 
and their friends.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every “mutual” delinquent group presented 
significantly worse psychosocial problems than the “low risk group.” 
Conclusion: Using person centered latent class analysis, this study classified six latent classes 
while considering both delinquent agents and various types of delinquency and investigated 
specific groups with greater risk of psychosocial problems.

Keywords: juvenile delinquency, delinquent peer, delinquent agent, delinquent type, latent clas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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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청소년 비행은 성인과 달리 또래 집단의 영향에 더욱 민감하

고 지위비행이라는 범주를 포함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학

교전담경찰관 배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유해환경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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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청소년 비

행은 양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비행행위자의 저연령화, 

소년범죄의 상습화, 학교폭력 수준의 심각화와 같은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GEF], 2016). 특히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비행행동은 내

재화, 외현화, 학교적응 등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문제와 직

결되어 추후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청

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에는 과

학기술의 발달로 사이버폭력 등과 같은 비행의 유형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어, 현대 사회의 청소년 비행의 특성을 고려한 중

재와 개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점차 예측이 어려워지는 청소년의 비행을 이해하는데 있어

서 또래와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청소년에

게 또래는 가정을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는 집단이

자, 양적으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청

소년 비행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36개의 변인 중 비

행친구가 청소년 비행에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이는 변인으로 

나타났다(Jin & Bae, 2012). 즉 청소년 비행을 파악하고 예방함

에 있어 또래친구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

다. 하지만 동 연구에서 사용된 101편의 논문 중 비행친구를 

주요변인으로 다룬 논문은 14편(3.7%)에 불과했다. 이는, 비

행친구가 청소년 비행에서 주목해야 할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비행친구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시

사한다.

청소년 비행에 있어 또래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선행연

구에서 청소년과 또래의 비행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과 또래비행과의 관

계는 선택이론(selection), 사회화이론(socialization), 강화이

론(enhancement)을 기반으로 설명된다(Vitaro, Brendgen, & 

Wanner, 2005). 선택이론에 따르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유

사한 유형의 또래를 선택하여 교제한다(Gottfredson & Hirschi, 

1990). 청소년의 비행이 선행되고, 본인과 같은 비행경험을 가

진 또래집단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화이론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비행친구의 영향으로 본다(I. S. Park, 

2016). 즉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비행행위를 할 확

률이 높아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마지막으로 강화이론에 따

르면, 이미 비행경향을 갖고 있던 청소년이 비슷한 비행청소

년을 만나 서로의 행동을 지지하고 비행행동을 증폭시킨다

(Chung & Lee, 2010). 

전통적으로 위 세 이론을 바탕으로 한 논의들은 주로 청소

년 비행과 비행친구의 일방향성과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왔다(Kandal, 1978; Vitaro et al., 2005). 하지만 Chung

과 Lee (2010)의 연구에서 비행친구의 선택효과, 영향효과, 강

화효과가 동시에 확인된다고 보고하듯 최근의 국내외 연구동

향은 비행과 비행친구의 관계에서 양방향성을 모두 인정하면

서, 개인과 또래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있다. 이처

럼 청소년 비행과 비행친구의 관계는 일방적이기보다는 복합

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경험적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청소년 비행은 비행행동의 결과에 따라, 지위비행, 폭

력비행, 재산비행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M. R. 

Lim, Kim, Kim, Lee, & Jung, 2015). 흡연, 음주, 가출, 성관계를 

포함하는 지위비행은,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걸맞지 않

은 행위를 말한다. 지위비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청소년의 

생애경험율은, 흡연 21.4%, 음주 43.5%, 가출 11.0%, 성관계 

5.3%로 나타났다(MOGEF, 2014). 지위비행은 전체 비행 중 

가장 보편적인 비행이며, 청소년들이 비행 초기에 경험할 가

능성이 높은 유형이라는 특징이 있다(Moffitt, 1993). 한편 폭

력비행은 신체적·물질적·성적 공격 등 의도적인 모든 폭력행

위를 포함하고(Jeong, 2016), 재산비행은 타인의 돈이나 물건

을 훔치거나 훼손하는 행위(Cho, 2010)를 말한다. 전국 초·중

학생 6,3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Y. H. Kim, Cho, Lee와 Byun 

(2013)의 보고서에 의하면, 폭력가해 경험율은 6.8%, 절도가

해 경험율은 7.2%로 나타났다.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은 지위

비행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특

징이 있어 중비행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은 각기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비행양상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행유형별 접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청소년의 다양한 비행유형(지위, 폭력, 재산 등)

은 앞서 살펴본 비행친구와의 교제와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m, 2011). MOGEF (2012)에 따르면, 음주, 

흡연, 성인용 게임 등 유해환경 이용에 있어 혼자 한다는 응답

이 33.1%, 친구와 함께 한다는 응답이 46.5%로 나타나 청소년 

비행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또래와의 상호교류를 간과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inistry of Education (2014)에 

나타난 폭력 가해 응답에서는, 단독가해가 39.8%, 집단가해가 

60.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각 유형에서 단독비행과 집단비

행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비행행위자와 비

행유형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비행행위자 또는 비행유형을 주요변인으로 살펴본 대부분

의 선행연구들은 비행친구와의 인과관계나 비행유형별 특성

을 설명하기 위해 변인중심(variable centered)분석을 사용하였



167   Typologies of Adolescent-Peer Delinquency

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 비행을 직관적이고 선형적인 관

계로 이해하기에 이점이 있으나, 비행행위자와 비행유형을 통

합하여 청소년 비행의 복합적인 양상을 설명하기에는 제한적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인 중심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자 관측자중심접근법(person centered) 중 하나인 잠재계층분

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적용하였다. 응답자들의 문

항 반응 패턴을 파악하고 서로 다른 집단을 귀납적으로 도출

해냄으로써, 비행행위자 및 비행유형에 따른 청소년 비행의 

잠재적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학생 1학년 2

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비행행위자와 비행유형에 따라 어떻

게 집단이 형성되는지, 각 집단은 어떠한 심리사회적 특성(내

재화, 외현화, 학교적응)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

소년 비행의 잠재적 집단 도출을 통해 위험군 파악 및 개입 방

안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비행행위자 및 비행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집단은 몇 개

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형태는 각각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비행행위자 및 비행유형에 따라 구분된 잠재집단별 내재화, 

외현화, 학교적응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청소년 시기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극대화

되는 시기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며 또

래의 영향이 큰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또래의 비행은 청소

년의 다양한 비행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Jin & Bae, 2012), 중학교 2학년의 비행은 1학년보다 비

행의 빈도나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 R. Lim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

한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tudy)의 중학교 1학년 2차년도 패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 2,351명 중 결측치를 제외한 2,277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277명 중 남학생은 50.5%, 여학생은 49.5%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도구

청소년 비행

청소년 비행은 지난 1년 간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등

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

세한 문항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이 직접 보고한 담

배피우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물건 뺏기 

등 13가지 행동 유형에 대해 각각 경험했으면 “1”, 경험하지 
않았으면 “0”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래비행

또래비행은 청소년 비행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가지의 비행유형에 대해 해당하는 비행 친구의 유무를 청

소년이 직접 보고하였다. 자세한 문항은 Table 2에 나열하였

고, 각 문항별로 비행하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1”로, 

한 명도 없으면 “0”으로 변환하였다. 

심리사회적 변인

내재화 변인     내재화 변인은 심리적 어려움이 과잉 통제되

어 내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에서 사용한 간이정신진단검사(G. Kim, Kim, & 

Won, 1984)의 우울척도에서 수정 · 보완한 10문항과 Jo와 Im 

(2003)이 개발한 척도에서 신체증상 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변인은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 “머리

가 자주 아프다.”, “기운이 별로 없다.” 등 총 18문항의 평균으

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점 = 매우 그렇다, 

4점 = 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하게끔 문항의 척도를 역코딩하였고 Cronbach’s α는 .92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외현화 변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현화 변인은 심리적 어

려움이 외적 행동을 통해 표출되는 것으로 주의집중 문제와 

공격성 문제를 의미하고 있다. Jo와 Im (2003)이 개발한 척도 

중 주의집중 문제와 공격성을 측정하는 13문항을 분석에 사

용하였으며 문항은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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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산만해진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점 = 매우 그렇
다, 4점 = 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정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점수

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게끔 역코딩하

였다. 모든 문항의 합을 문항 수(13문항)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

하였고 Cronbach’s α는 .86으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학교적응 변인     학교적응 변인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

관계, 교사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에서 Min (1991)의 학교생활 적응 척도를 일부 수정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당번이

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우리 반 아

이들과 잘 어울린다.”,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1점 = 매우 그
렇다, 4점 = 전혀 그렇지 않다)를 사용하였으며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를 제외한 문항

을 모두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고 있

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87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통제요인

성별, 양육자의 학력 수준, 가구 연간 소득이 통제변인으로 사

용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코딩하였

고, 양육자의 학력은 아버지, 어머니, 양육자의 최종 학력 중 

가장 높은 학력을 분석에 사용하였다(1 = 중학교 졸업, 5 = 대

학원 졸업). 숫자가 높을수록 양육자의 최종학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구 소득은 가구의 연간 소득을 묻는 문항에 청소

년이 만원 단위로 직접 기입하였으며 상용로그로 변환하여 사

용하였다. 연간 가구 소득의 상용로그로 변환 전·후 왜도 값은 

각각 1.85와 -0.66였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과 또래 비행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첫째, 청소년-또래 비행 잠재계층분석을 시행하였다. 잠재계

층분석(LCA)은 관측자중심분석으로 청소년 비행과 또래 비

행의 유형에 따라 잠재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을 탐색하는데 용

이하다(H. J. Lim, 2013). 연구자가 가설에 따라 집단의 수를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군집분석과 다르게 잠재계층분석은 통

계적 기준치를 참고하여 집단의 수를 결정하고, 확률을 이용

하여 분류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Magidson 

& Vermunt, 2002). 본 연구에서 잠재집단의 수는 정보적합

도 지수인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Akaike, 1974)와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Schwartz, 1978)의 값을 참

고하였고, 분류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Entropy 값을 활용하였

다. 정보적합도 지수인 AIC와 BIC의 값은 작을수록 좋은 적

합도를 의미하며(No, Jung & Hong, 2014), 0–1의 값을 가지는 

Entropy값은 1에 가까울수록, 즉 값이 더 클수록 좋은 분류를 

나타낸다(Ramaswamy, Desarbo, Reibstein, & Robinson, 1993). 

그 다음 모형비교 검증을 위해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LMRLRT; Lo, Mendell, & Rubin, 2001)와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BLRT; McLachlan & Peel, 2000)

를 이용하여 집단의 수를 결정하였다. LMRLRT, BLRT은 k

개의 잠재집단과 k - 1개의 잠재집단 모형과의 차이를 검증하

는 방법으로 유의도 .05 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하면 k집단보

다 k - 1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둘째, 잠재적으로 형성된 집단별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

기 위해 통제변인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준거

집단을 중심으로 집단더미변인을 생성하여 독립변인으로 사

용하였다. 집단더미변인은 준거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에게 0을 

부여하고, 나머지 각각의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에게는 집단별

로 1을 부여하여 준거집단을 제외한 다섯 개의 집단변인으로 

생성하였고, 준거집단은 연구결과를 통해 적합한 집단을 선정

하였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등 심리사회적 특성

은 각각 종속변인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잠재집단별 심

리사회적 특성에 대해 준거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Wald test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plus 7.4 (Muthen & Muthen, Los Angeles, CA)

를 사용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시행하였고 Stata 14.0 (StataCorp., 

College Station, TX)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및 Wald test를 시

행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양육자학력은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38.6%)과 대학 졸업(39.0%)이 많았으며, 가구연소득은 평균 

4,520만원(SD = 2,483)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고). 청소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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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내재화 문제는 평균 1.97점(SD = 0.56), 외현화 문

제는 평균 2.26점(SD = 0.49)으로 내재화 문제가 외현화 문제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학교적응은 평균 2.87점(SD = 

0.44)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의 빈도분석

본 연구에서 잠재집단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 청소년-또래

비행 변인 각각의 빈도분석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은 

자기비행보다 또래의 비행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고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이 음주, 성관계와 같은 지위비행

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더 많은 자기 비행을 보고하였다. 또

래의 비행도 자기비행과 같은 성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음

주,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남자또래 청소년이 여자

또래 청소년보다 더 많은 비행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Sample

Variables Mean (%) SD Range n
Male  50.5% - - 2,277
Female  49.5% - - 2,277
Household income (unit: 10,000 Korean won)  4,520  2,483 0–30,000 2,131
Parent’s education  3.03  1.07 1–5 2,179
   Under middle school  3.4%
   High school  38.6%
   College  9.8%
   University  39.0%
   Graduate school  4.8%
Externalizing problem  2.26  0.49 1–4 2,277
Internalizing problem  1.97  0.56 1–4 2,277
School adjustment  2.87  0.44 1–4 2,277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Types of delinquency Questions

Frequency of adolescent 
delinquency (%)

Frequency of peer 
delinquency (%)

Male Female Male Female
Status delinquency Smoking 9.0 3.4  28.6  16.9

Drinking 4.6 4.8  12.0  13.8
Truancy 4.4 3.0  17.2  13.1
Running away from home 4.2 2.0  14.3  13.0
Having sexual relations 0.1 0.1  1.8  2.0

Violent delinquency Teasing and mocking others 9.5 2.9  15.7  7.5
Collective bullying 3.4 2.8  11.0  7.0
Engaging in group fight 1.0 0.4  4.3  2.5
Beating others 5.1 1.0  9.7  3.7
Threatening others 1.6 0.4  6.2  2.4
Extorting money or things from others 2.1 1.0  8.3  5.1
Sexual assault 0.1 0.3  2.3  1.1

Property delinquency Stealing/Robbing money or things from others 0.7 0.6  6.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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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계층분석(LCA) 및 집단별 특성

비행행위자 및 비행유형에 따라 잠재계층을 분류하기 위해 집

단의 수를 늘려가며 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3 참고). AIC는 

집단의 수가 늘어갈수록 더 낮아졌지만 BIC의 경우 집단의 수

가 6일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ntropy의 값은 대부분 

0.8 이상이어서 다수의 경우 적합하게 분류되고 있음을 의미하

고 있다. LMRLRT는 잠재집단의 수가 7개일 때 유의하지 않은 

Table 3 
Model Fit Indices

Model AIC BIC Entropy LMRLRT p–value BLRT p–value

1  22985.050  23134.046           -           -          -   

2  18164.356  18468.078  0.925  < 0.001  < 0.001

3  17323.431  17781.880  0.899  < 0.001  < 0.001

4  17078.328  17691.504  0.897  0.024  < 0.001

5  16893.915  17661.818  0.907  0.007  < 0.001

6  16726.550  17649.179  0.904  0.017   < 0.001

7  16622.388  17699.743  0.861 0.224  < 0.001

Figure 1. Properties of the latent groups. blue area = status delinquency; green area = violent delinquency; white area = property 
delinquency; yellow line = mutual total delinquent group; grey line = mutual status delinquent group; sky blue line = mutual violent 
delinquent group; indigo line = peer-only total (medium) delinquent group; red line = peer-only total (high) delinqu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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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값을 나타내어 집단의 수가 6개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BLRT의 p값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

게 나타났으나 분류 기준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잠재

집단의 수가 6개일 때 가장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결정하였다. 

탐색적 절차를 통해 도출된 잠재집단 6개는 그림 1에서 집

단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의 이름

을 정할 때, 비행행위자와 비행유형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

다. 청소년과 또래가 모두 높은 비행을 보고할 때는 ‘상호’, 또

래만 높은 비행이 보고될 경우 ‘또래’를 붙였다. 이후 비행유

형별로 모든 비행을 하는 경우 ‘전체’, 지위비행에만 높은 응

답을 한 경우 ‘지위’, 주로 폭력비행이 높은 경우 ‘폭력’으로 구

분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과 또래가 대부분의 비행경험에서 

높은 응답을 하는 경향을 보인 고위험 집단은 상호 · 전체비

행군으로 명명하였으며 1.2%의 청소년이 이 집단에 속하였

다. 상호 · 지위비행군에는 5.7%의 청소년이 속하였고, 이 집

단은 청소년 본인과 또래의 지위비행 경향이 높았다. 이와 반

대로 청소년과 또래 모두 폭력관련 비행에서 높은 응답을 하

는 경향을 보이는 집단에는 5.3%의 청소년이 속하였으며 이

를 상호 · 폭력비행군으로 명명하였다. 앞의 집단들과 달리 또

래의 비행만을 보고한 3.8%의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또래 비

행유형에 높은 응답을 보고하고 있어 이를 또래 · 전체비행 고

위험군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다수의 또래 지위비행은 보고하

지만 소수의 또래 폭력비행을 보고한 11.8%의 청소년들은 또

래 · 전체비행 중위험군으로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비행 

유형에서 청소년 및 또래 상호 간 아주 낮은 비율의 비행을 보

고한 72.2%의 청소년들은 저위험군으로 명명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잠재계층분석으로 도출된 집단들 간 심리사회적 특성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고 자세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저위험

군 집단에는 가장 많은 청소년이 분포해있고, 청소년 비행과 

또래비행에서 모두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다른 집

단과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에 적합한 준거집단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집단더미변인은 저

위험군을 제외한 각각의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에게 집단별

로 1을 부여하여 저위험군이 준거집단이 되도록 하였다. 

내재화 문제는 또래 · 전체비행 고위험군(b = 0.16, p < .05), 

상호 · 지위비행군(b = 0.19, p < .001), 상호 · 전체비행군(b = 

0.34, p < .01)이 준거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고하

고 있다. Wald test에서 계수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상호 · 전

체비행군이 상호 · 폭력비행군( p < .05), 또래 · 전체비행 중위

험군( p < .01)과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상호 · 지위비행

군과 또래 · 전체비행 중위험군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1). 즉, 상호 · 전체비행군이 다수 집단보다 높은 내재화 문제

를 보고하였고, 상호 · 지위비행군이 그 다음으로 높은 내재화 

문제를 보고하였다.

Table 4
Multiple Regression

Internalizing problem Externalizing problem School adjustment
Latent classes variables (reference: Low risk group)
   Mutual total delinquent group  0.34 (.11)**  0.44 (.10)*** -0.21 (.08)*
   Mutual status delinquent group  0.19 (.05)***  0.23 (.05)*** -0.17 (.04)***
   Mutual violent delinquent group  0.11 (.05)†  0.13 (.05)** -0.09 (.04)*
   Peer -only total (high)    
       delinquent group 

 0.16 (.06)*  0.16 (.06)**  0.03 (.05)

   Peer -only total (medium) 
       delinquent group

 0.03 (.04)  0.06 (.03)  0.04 (.03)

Control variables
   Gender -0.02 (.02) -0.15 (.02)*** -0.03 (.02)
   Household income -0.01 (.05) -0.14 (.06)*  0.15 (.04)**
   Parental education -0.03 (.01)** -0.02 (.01)  0.05 (.01)***
   Constant  2.35 (.16)***  2.56 (.18)***  2.24 (.14)***
Note. N = 2,125.
†p < .10.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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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현화 문제는 상호 · 폭력비행군(b = 0.13, p < .01), 또래 · 전

체비행 고위험군(b = 0.16, p < .01), 상호 · 지위비행군(b = 0.23, 

p < .001), 상호 · 전체비행군(b = 0.44, p < .001)이 준거집단인 

저위험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집단 보다 

높은 외현화 문제를 보인 집단 계수들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Wald test를 실시한 결과, 상호 · 전체비행군

과 상호 · 지위비행군의 계수 간 차이가 유의하였고( p < .05), 상

호 · 지위비행군과 또래 · 전체비행 고위험군의 계수 차이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또한 상호 · 전체비행군과 또

래 · 전체비행 고위험군의 계수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 p < .001), 상호 · 전체비행군이 가장 높은 외현화 문제를 경험

하며 그 다음으로 상호 · 지위비행군, 또래 · 전체비행 고위험군 

순으로 외현화 문제를 보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은 상호 · 폭력비행군(b = -0.09, p < 

.05), 상호 · 지위비행군(b = -0.17, p < .001), 상호 · 전체비행군

(b = -0.21, p < .05)이 저위험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Wald test를 실시한 결과, 상호 · 지위비행군이 또래전

체비행 고위험군( p < .01), 또래 · 전체비행 중위험군( p < .001)

의 계수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 전체비행군

도 마찬가지로 또래 · 전체비행 고위험군( p < .05), 또래 · 전체

비행 중위험군( p < .01)의 계수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상

호 · 지위비행군과 상호 · 전체비행군은 다수의 집단보다 유의

하게 낮은 학교적응 수준을 보이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청소년 비행은 또래와의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지위, 폭력, 재산 등 다양한 유형을 가진다. 그러나 청소년 비행

의 집단과 유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비행의 집단과 유형을 망라하는 포괄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

운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 비행을 연구함에 있어 변인 간의 관

계성을 일차원적으로 검증하는 변인중심분석은 다양화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을 유형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관측자중심분석을 통해 청소년 비행의 고유한 집단을 다

차원적으로 도출해냄으로써 변인중심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

고, 청소년 비행을 보다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비행행위자(청소년, 또래)와 비행유형(지위비행, 폭력

비행, 재산비행) 모두를 고려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결

과, 총 6개의 잠재집단이 도출되었다. 비행행위자와 비행유형

에 따라 청소년과 또래 모두가 비행행위자인 고위험군 집단 3

개(상호 · 전체비행군, 상호 · 지위비행군, 상호 · 폭력비행군), 

또래만 비행행위자인 집단 2개(또래 · 전체비행 고위험군, 또

래 · 전체비행 중위험군), 그리고 청소년과 또래 모두 비행을 

경험하지 않는 저위험군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비행을 가해자집단 혹은 피해자집단으로 나누어 보는 

기존의 양분법적 접근과는 달리, 비행행위자와 비행유형의 특

성에 따라 청소년 비행의 집단이 보다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

어 집단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청

소년의 비행이 또래에 의해 강화되거나 학습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과 또래 모두가 비행행위자인 상호비행

집단 내에서 비행이 증폭되거나, 또래의 비행만을 보고한 또

래비행집단의 청소년이 직접 비행행위자로 옮겨가게 될 가능

성도 유추할 수 있다. 

신체증상을 나타내는 내재화와 주의집중 문제 및 공격성을 

포함하는 외현화, 그리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나타내는 학교적

응은 청소년의 발달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심리사회적 요소이

다. 내재화와 외현화, 학교적응은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

정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의 수행 및 적

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Yeom & Cho,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앞서 도출된 저위험군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성별, 양육자의 학력, 가구소득 

등을 통제했을 때 잠재집단 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그리고 

학교적응에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청소년과 또래 상호 간

의 비행을 보고한 집단(상호 · 전체비행군, 상호 · 지위비행군, 

상호 · 폭력비행군)의 심리사회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특히 상호 · 전체비행군 집단과 상호 · 지위비행군 집단

에서 저위험군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

제, 낮은 학교적응 문제가 보고되었다. 이는 나머지 네 개 집단

(상호 · 폭력비행군, 또래 · 전체비행 고위험군, 또래 · 전체비

행 중위험군, 저위험군)에 비해 상호 · 전체비행군 집단과 상

호 · 지위비행군 집단의 청소년들이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더

욱 많이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며, 청소년 비행에 개

입함에 있어 고위험군 집단에 대한 우선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학교

관련 위험요소와 공격성 및 우울을 포함하는 개인적 위험요소

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Yoo & Lee, 2001)와 일치하며, 일반 

청소년에 비해 비행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된다(J.-H. Park & Lee, 2016).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집단은 청소년 본인의 비행을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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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또래 · 전체비행 고위험군 집단이다. 이들은 저위험군

보다 높은 수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나타냈지만 학교

적응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청소년 문제에 대

한 개입이 주로 학교 장면에서 문제가 두드러지는 청소년들에

게 우선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집단의 청

소년들은 심리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입 대상자에서 누

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본인은 비행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무비행 집단의 비행 변화유형에 비행친구가 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H.-S. Park, 2011)에 의하면 또래·전체

비행 고위험군 집단은 본인의 비행을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사

회화 과정을 통해 이후 비행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또래의 비행만을 보고한 또래·전

체비행 고위험군 집단을 잠재적 위험군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군에 대해 적절한 개입

이 실시된다면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자료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

으므로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청소년 본인의 비행 경험에 대해 명확히 보고하지 않았

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면담이나 관찰법 등을 사용하여 청

소년 본인의 비행 및 비행의 수준, 비행 친구와의 관계 등 보

다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패널 데이터

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중

도 탈락되어 분석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추

후 연구에서는 탈락된 고위험군 파악을 위해 추가 데이터 수

집 기법을 강구하여 연구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본 연

구에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내

재화 문제는 우울과 신체증상 이외에도 불안이나 위축 등의 

하위변인을 포함하며, 외현화 문제는 주의집중문제와 공격성

뿐만 아니라 충동성, 자기통제, 비행과 같은 하위변인을 포함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과 신체증상, 주의

집중문제와 공격성을 평가한 문항만을 사용하여 내재화 및 외

현화 문제를 제한적으로 알아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

구에서는 하위변인들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사

용하여 각각의 구성개념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는 것을 제안한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별의 차이보다 청소년 비행과 또래 

비행 그리고 지위, 폭력, 재산 비행이 어떤 양상의 잠재적 집

단으로 나뉘는지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상호 · 폭

력비행군(t [1899, 121] = -5.53, p < .001), 또래 · 전체비행 고위

험군(t [2020, 335] = -3.67, p < .001), 상호 · 지위비행군(t [2162, 

908] = -3.07, p < .01), 저위험군(t [2246, 651] = 6.63, p < .001)에

서 성별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기, 때리기 등과 같은 비행 변인 

중에서도 남녀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점을 미루어보아 추

후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비행집단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아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비행행위자 및 비행유형에 따

른 심리사회적 문제를 비교하기 위해 잠재집단별 내재화, 외

현화,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비행으로 인해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

대로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학교 적응이 비행행동을 예

측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연구 목적에 따른 방향성을 정립하

는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아동 · 청소년패

널조사의 중학교 1학년 2차년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므

로 해당 연구의 결과를 전체 연령의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에

는 어렵다는 제약이 있다. 통제변인으로 사용된 양육자 학력

의 경우에도 연속 변인이 아닌 학력 변인을 1점(중학교 졸업)

에서 5점(대학원 졸업 이상)으로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

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관측자중심 접근방법인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비행

행위자와 비행유형에 따른 잠재적 집단을 도출하여 청소년 비

행의 양상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비행행위자와 비행유형을 통

합적으로 살펴보는 선행연구가 부족했으나 해당 연구에서는 

비행행위자와 비행유형(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 비행)을 분

석에 활용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을 보다 포괄적이고 다각적으

로 살펴보았다. 

둘째, 각 집단을 세분화하여 집단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

을 알아봄으로써 비행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환기하였고, 집단에 따른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

제, 학교적응의 차이를 보다 세밀하게 탐색하였다. 기존의 비

행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비행 집단을 수용 시설이나, 학교 재

학 여부, 가정환경 및 개인내적 특성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

았기 때문에(H.-S. Kim & Kim, 1997; J.-H. Park & Lee, 2016) 

실제 비행 집단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과 차이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비행행위자와 비행유형

에 따른 집단 분류를 통해 각 집단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 및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상담 

및 치료적 접근에 있어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등 집단

의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본 연구

에서 도출된 결과는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알맞은 프로

그램을 계획하는 데에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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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집단(상호 · 전체비

행 고위험군, 상호 · 지위비행 고위험군)을 도출함으로써 우선

적 개입이 필요한 집단을 제시하였다. 지난 10년 간 전체 범죄

자 중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Institute of Justice, 2016)은 청소년 비행이 비행에만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

은 청소년 비행의 개입에 있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우선적이고 조속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그러나 청소년 비행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

큼 고위험군을 변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는 추후 우선적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변별함에 있어 기

초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여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비행 개입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위험군을 파악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

다. 또래 · 전체비행 고위험군 집단의 청소년들은 본인의 비행

을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높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보고

하였다. 또한 비행 또래의 영향을 고려할 때 해당 집단의 청소

년들이 추후 비행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또래 · 전

체비행 고위험군 집단을 잠재적 위험군으로 파악하였다. 청소

년 비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고

려했을 때 비행에 대한 예방적 개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에 본 연구는 비행이 발생하기 전 예방적 개입이 이루어지도

록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비

행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비행행위자와 비행유형을 포괄한 본 연구가 청소년 비

행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궁극적으로 청소년 복지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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