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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의 잠재집단 분류 및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주요 예측 변인 검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생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2

Objectives: With the advances in digital technologies, adolescents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multiple 
types of delinquent behaviors; however, few studies have considered various types of delinquencies 
wit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latent groups based on 
various delinquencies and examine latent groups’ predictors using machine learning and 
multidimensional approaches.
Methods: Using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 (N = 8,210; male 52.17%), a latent class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latent groups based on 10 delinquent behaviors self-reported by adolescents. A 
random forest analysis was then employed to predict latent groups using 53 predictors including 
demographic (6 items), personal (44 items), and environmental levels (3 items). The Mplus program was 
used for latent class analysis, and the R version 4.0.5 program was used for random forest analysis.
Results: Three latent groups were identified and categorized as “high online delinquency” (3.2%), 
“drink/media delinquency” (26.8%), and “low delinquency” (70.0%). Random forest analysis found 
adolescents’ perception of harmful substances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predicting the 
delinquent groups. Partial dependence plots showed the higher the interest in harmful substances, the 
lower the ability to respond to the harmful substances; the higher the access to harmful environment, 
the lower the grade; and the lower the autonomy control ability, the more likely the classification as a 
high delinquency group.
Conclusion: This study classified three latent groups while considering the detailed types of 
delinquencies. The study found the prominent predictors using machine learning and multidimensional 
approaches to suggest useful delinquency preven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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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국가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

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Juveniles Protection Act, Act No. 18550, 2021). 

그러나 지역사회 내 유해업소의 난립, SNS 유해 게시물의 범

람, 부실한 성인인증 등 현대 청소년들은 다양한 유해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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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에서 술과 담배 구매를 시도할 때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

인했다는 응답률은 30% 미만에 그쳤으며(J. Kim, Kim, Beak, 

Hwang, & Choi, 2020),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인용 영상

물, 마약, 성매매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D. Choi, 2021; Kwon & Jeon, 2021).

이에 따라 청소년 비행 또한 다양해지고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J. Kim 등(2020)에 따르면, 2018년과 비교하여 미성

년자 출입금지 업소인 유흥주점, 나이트클럽의 청소년 이용률

은 0.3%p 늘어났으며, 조건만남 채팅앱, 도박성 게임의 유경

험률 또한 각각 1.3%p, 0.8%p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통적인 비행으로 간주되는 흡연 및 음주 경험률은 최근 몇 년

간 감소되지 않고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주목할 점

은 유해물질 이용과 유해업소 출입 간의 상관이 높다는 H.-

J. Lee와 Lee (2001)의 연구와 J. Kim과 Sohn (2014)의 연구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년은 한 유형의 비행에만 가담하기

보다 다수의 비행을 중첩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다양한 비행 경험 중 음주, 흡

연, 성인물 매체 이용 등 특정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Brunborg, Andreas, & 

Kvaavik, 2017; Kristjansson, Kogan, James, & Sigfusdottir, 2021). 

청소년들은 유해환경 접촉의 용이성 및 접근경로의 다양화로 

인해 다수의 비행에 동시다발적으로 가담하고 있지만 이를 고

려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중첩적인 비행 경

험을 파악하기 위해 비행의 다양한 유형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복의 양상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중심 분석의 접근

(J. Park, Kim, Yu, & Han, 2017)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비행 경험에 대한 응답패턴을 기반

으로 잠재집단을 도출하는 분석인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하여 

비행의 중첩적 양상과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명시

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

업소의 정의를 참고하여, ‘유해매체물 비행, 유해약물 비행, 유

해업소 비행’으로 분류하였다. 유해매체물 비행이라 함은 영

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등의 매체

물 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

고 있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통이 부적절한 매체물을 이

용하는 비행으로 정의할 수 있다. 19세 이상 영상물 및 간행물, 

도박성 게임, 조건만남 채팅앱 등이 이에 속한다. 유해약물 비

행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약물을 사용하는 비

행으로, 주류와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습관성, 중독성, 내

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 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이

용하는 것을 뜻한다. 유해업소 비행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디오방, 유흥주점, 노래

방 등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JPA, Act No. 18550, 2021).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비행 유형을 파악하는 것과 동

시에 중요한 것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예

측요인을 고찰하여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크게 인구학적 차원, 개인적 차원, 환경적 차원으로 나뉘어 

연구되어왔다. 먼저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인구학적 차원은 

성별과 학교급, 가족구조 등과 같은 요인으로 구성된다. 특히 

성별에 따라 비행을 경험하는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

는데, 여학생은 유해업소 출입 비행 경험이 높고(Sohn, 2014), 

남학생은 유해약물과 유해매체물 이용률이 높았다(Sabina, 

Wolak, & Finkelhor, 2008).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학교급이 

높을수록 유해매체물 비행, 유해약물 비행, 유해업소 비행에 

더 많이 가담하고 있었으며(S.-Y. Kim, Lee, & Ahn, 2018), 같은 

학교급에 속하더라도 남학교의 학생들은 남녀공학 및 여학교 

학생들에 비하여 높은 비행 수준을 보였다(M.-K. Cho & Kim, 

2013; S. S. Park, 2018). 가족구조의 경우, 양부모 가정에 비해 

한부모 가정일 때, 유해업소 및 유해매체 비행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eong & Kim, 2016).

개인적 요인으로는 매체이용 경험, 폭력피해 경험, 예방교

육 경험, 자율성, 사회유대요인 등이 청소년 비행의 주요 예측

요인으로 꼽힌다. 먼저 스마트폰과 TV, 소셜미디어에 많은 시

간을 할애할수록, 성적 위험 행동과 흡연, 음주, 약물 사용 등

의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J. Choi & Chung, 

2012; Jackson, Brown, & Pardun, 2008). 또한 어린 시절에 경험

한 심리·신체적 학대 경험 및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청소년

기의 유해물질 및 유해매체물 이용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Gajos, Leben, Weymouth, & Cropsey, 2022; 

Shah, Dodd, Allen, Viner, & Bonell, 2022). 한편 성인용 콘텐

츠,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매체이용 교육과 음주 예방교육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 예방교육은 비행을 통

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B.-H. Lee & Sohn, 2008). 나

아가 개인적 심리 특성인 비행에 대한 호기심은 더욱 이른 시

기에 비행 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을 높이고(Yang, Noh, Hong, 

& Kim, 2005), 성인용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중독되

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검증되어 왔다(Yuliartini & Setianto, 

2021). 비행에 대한 호기심과 더불어 낮은 자기통제력은 자신

이 처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손쉬운 욕구 충족의 수단을 추

구하는 경향이 있어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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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S.-S. Lee, 2010; Nam, 2010). 나아가 가족, 교사, 친구와의 

애착으로 대표되는 사회유대요인 또한 청소년 비행에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족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고, 가족

관계가 화목할수록(M. Kim & Yoon, 2001; H.-S. Park & Kim, 

2014), 교사로부터 심리·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고 학교생활 만

족도가 높을수록(Jin & Bae, 2012), 친구와의 친밀도가 높을수

록(Hyun & Kim, 2018; J.-R. Lee, 2011) 청소년이 비행에 가담

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내 유해환경과의 

접근성은 청소년 비행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다(Hoeben & 

Weerman, 2014; Shim, 2020; Wikström, Ceccato, Hardie, Treiber, 

2010). Sohn (2014)에 따르면, 청소년이 집 주변, 등하굣길에서 

유해업소 및 유해물에 얼마나 쉽게 접촉할 수 있는지에 따라 

청소년 비행의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 지역사회에서 유해업소를 많이 접하는 경우, 

청소년의 비행 수준이 높아졌다(Joo & Chung, 2019). 즉 집과 

학교 주변에 교육을 저해하는 환경이 많아짐에 따라 청소년들

은 비행을 저지르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게 되고, 이는 더 많은 

유해업소 출입과 유해물질 및 유해매체물 이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Hornor, 2020; H.-J. Lee & Lee, 2001).

이처럼 청소년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에 의해 발생

하는 것으로(Kwon & Jeon, 2021), 단일 측면의 원인만으로 설

명하기 어렵고 다수의 영역에서 중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가 많아 다차원적인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의 비행은 다양한 개인 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지만 기

존 연구들의 경우, 개인 변인, 가정 변인, 학교 변인, 환경 변인 

등 일부 차원에서만 비행의 원인과 양상을 파악해왔다(Nam, 

2010). 즉 선행연구는 주로 특정 차원의 예측요인에만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청소년의 비행을 복합적으

로 고려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

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한 다양

한 연구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다(Ting, Chu, 

Zeng, Li, & Chng, 2018). 특히 음주, 담배, 마약 등 청소년의 유

해 약물 사용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들에서 머신러닝 기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 유해물에 대한 청소

년의 높은 관심도 및 인식, 접근성 등이 주된 예측 변인으로 언

급되고 있다(Afzali et al., 2019; Vázquez et al., 2020). 예를 들어, 

Negriff, Dilkina, Matai와 Rice (2022)는 청소년의 마리화나 사

용을 예측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과거 폭력 및 부정

적 경험 요인, 접근성 요인, 사회유대요인 등으로 다수의 예측 

변수를 구성하였고, 분석 결과 또래의 마리화나 사용과 지역

사회 유해환경 수준, 폭력 피해 경험 등이 높은 예측력을 나타

냄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 중에서도 랜덤포레스

트 분석은 설명변수가 다량으로 투입되더라도 자유도가 감소

하지 않기 때문에 다차원적 예측요인을 분석에 투입할 수 있

다는 장점을 지닌다(C. Cho & Lee, 2020). 랜덤포레스트 분석

을 활용한 Shi, Fu, Hamilton과 Chation (202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을 예측하는 약 170개의 변인을 모

형에 투입하였고, 카페인 복용, 무단결석 여부, 학교 규모 등이 

전자담배 흡연경험과 높은 상관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처

럼 랜덤포레스트 분석은 다수의 변인이 모형에 투입되어도 다

중공선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예측력이 가장 높은 

변인 순서대로 결과를 도출하는 데 강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비행 경험을 고려하

는 사람중심분석을 실시하고 다차원 요인을 고려한 청소년 비

행 예측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유해업소 비행, 유해약물 

비행 및 유해매체물 비행의 세부 유형을 고려하여 청소년 비

행의 잠재집단을 도출하고, 이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랜덤포레스트 분석을 사용하여 청소년 잠재비행집단의 분류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둘러싼 비행을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

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입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상

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 비행 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은 몇 개로 분류되며, 구분

된 잠재집단의 특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앞서 도출된 청소년 비행 잠재집단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는 

무엇이며,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J. Kim 등(2020)이 실시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실태조사는 청

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

촉 실태를 파악하고자 전국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2016년부터 실시한 격년 주기의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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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조사 참여 대상에서 세부 비행 경험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초등학생 자료를 제외한 중·고등학생 9,894명의 자료(중

학생: 4,438명, 고등학생: 5,456명) 중 모든 문항에 응답한 8,210

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인구사회

학적 특성은 남자 청소년이 4,283명(52.17%), 여자 청소년이 

3,927명(47.83%)이고 고등학생은 4,603명(56.07%)으로 중학

생 3,607명(43.93%)보다 많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대도시/중소

도시에 거주하고(80.07%)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86.77%).

연구도구

청소년 비행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유해약물 이용, 유해매

체물 이용 경험 유무에 대해 묻는 10문항으로 이분 변인이다. 

유해업소 출입 비행은 최근 1년 동안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

인 비디오방, 유흥주점, 클럽, 이성 동행 숙박업소를 이용해본 

적 있는지 묻고 있으며, 한 곳이라도 경험했으면 1, 한 곳도 이

용하지 않았다면 0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멀티방/룸카페 출

입 경험도 유해업소 출입 비행에 포함하였으며 방문한 적 있

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유해약물 이용 경험은 지금

까지 1잔 이상의 음주 경험과 담배 및 전자담배 흡연 경험, 최

근 1년간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유무에 대해 각각 묻고 있는 

세 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유해매체 이용 비행은 5가지 경

험으로 최근 1년 동안 19세 이상 시청가로 표시된 영상물, 간

행물 및 음악을 이용했는지 묻는 문항, 19세 이상 인터넷 게임 

이용 경험, 조건만남 채팅앱 이용 경험, 도박성 게임 이용 경

험, 타인정보 도용 경험에 대해 묻고 있다. 타인정보 도용은 최

근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 검색, 동영상 등을 이용한 적

이 있는지에 대해 묻는 4가지 문항에 대해 한 번이라도 경험했

으면 1, 경험하지 않았으면 0으로 이분화하였다.

청소년 비행 예측요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예측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차

원, 개인적 차원, 환경적 차원의 53개 변인을 분석에 활용하였

고, 이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인구사회적 차원은 청소년의 

성별(남자[1], 여자[0]), 학교 유형(남/여자학교[1], 남녀공학

[0]), 학교급 유형(중학교 1학년[0]∼고등학교 3학년[5]), 가족

구조(양부모[1], 양부모 외 가정[0]), 거주지역(대, 중소도시[1], 

읍면지역, 도서벽지[0]) 등의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OTT, SNS,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포함

하는 13가지 매체이용 경험 유무, 언어/신체적 폭력,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하는 14가지 폭력피해 경험 유무, 학교폭력, 디

지털 성범죄를 포함하는 10가지 예방교육 경험 유무를 활용

하였다(경험 있음[1], 경험 없음[0]). 또한, 유해식품 섭취는 고

카페인 음료 섭취, 비타스틱 형태의 흡입 비타민 섭취 등을 묻

는 4가지 문항을 평균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Cronbach’s 

α = .56). 유해물 관심도는 성인용 영상물, 간행물, 술, 담배, 전

자담배와 같은 유해물 5가지에 대해 각각 생각해 본 적도 없

고 관심도 없는지 청소년의 생각에 대해 물었다. 청소년은 매

우 그렇다(1점) 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로 응답하였고, 분

석에는 5가지 문항을 평균화하여 활용하였다(Cronbach’s α = 

.75). 유해물 대응능력은 유해물(성인용 영상물, 술, 담배 등)

에 대해 스스로 접촉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정도에 대해 4점 리

커트 척도로 묻고 있으며(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
[4점]), 총 5개 문항을 평균화 분석에 활용하였다(Cronbach’s 

α = .84). 자율성 통제능력은 “나는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

기 전에 결과를 예측한다.” 등 총 6문항으로 4점 리커트 척도

를 사용하여 묻고 있으며(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
[4점]) 평균화 점수를 활용하였고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Cronbach’s α = .89). 사회유대요인은 친구, 교사, 가족에 대한 

애착을 묻는 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내가 사랑과 보

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다.”와 같은 5문항으로 4점 리커트 척도로 묻고 있다(전

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 사회유대요인에 대한 

Cronbach’s α는 가족 애착 .95, 친구 애착 .94, 교사 애착 .96의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환경적 차원은 등하굣길과 집주변에 청소년 출입제한 및 

고용금지업소가 얼마나 많다고 느끼는지 4점 리커트 척도로 

묻고 있으며(전혀 없다[1점], 매우 많다[4점]) 점수가 높을수록 

유해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해물 접근

성은 일상생활에서 성인용 간행물, 영상물, 술, 담배, 전자담배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
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로 묻는 5가지 문항을 평균화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Cronbach’s α = .78).

자료분석

분석 방법은 첫째,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 비행 유

형에 대한 잠재집단을 도출하였다. 잠재집단 분류는 정보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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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수인 BIC와 잠재집단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 수

치, 모형비교 검증값을 나타내는 BLRT p값 유의도 등의 통계

적 수치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였다.

둘째, 앞서 도출된 잠재집단을 분류하는 주요 변인을 예측

하기 위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랜덤포레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랜덤포레스트 분석은 의사결정 트리 기반의 앙상

블 기법으로 대량의 예측변인을 분석모형에 안정적으로 투입

시킬 수 있으며 예측오차 감소가 가장 큰 순서대로 예측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을 평가하여 모든 변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ong & Song, 2018). 

머신러닝 예측모형 평가를 위해 전체 데이터는 7(훈련데이

터) 대 3(검증데이터) 비율로 무작위하게 나눈 뒤, 과적합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데이터를 다시 10개로 나눠 검증하는 10

겹 교차 검증법을 활용하였다. 모형의 평가지표는 값이 클수

록 모형의 예측력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정분류율(accuracy)과 

Kappa 계수를 활용하여 최적의 훈련데이터 모델을 선택하였

고 중요도 지수 결과를 산출하였다.

셋째, 청소년 비행 예측모형 중요도 순서별 부분의존도 도

표를 산출하여 비행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중요도 지수 

상위 5개 변인에 대한 부분 의존성 도표를 시각화하여 제시하

였다. 

데이터 클리닝 작업은 STATA 16 (StataCorp LLC, College 

Station, Texas), 잠재계층분석은 Mplus 8.6 (Muthén & Muthén, 

1998-2017), 랜덤포레스트 분석은 R (version 4.0.5) 프로그램과 

randomForest 패키지(Liaw & Wiener, 2002)를 활용하여 각각 

실시하였다.

Results

청소년 비행 잠재집단 유형화 

청소년 비행 잠재계층 분류

청소년 비행 유형에 대한 잠재집단 분류를 위하여 집단의 수

를 늘려가며 분석을 실시하였고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BIC 수치는 낮아져 좋은 모델

로 나타났지만, 2집단에서 3집단으로 증가할 때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Entropy 수치는 0.67에서 0.75 사이로 나타나고 

있으며 3집단일 때가 0.7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가졌다. BLRT

의 p값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형별 분류 수치

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3집단이 가장 적합한 모형인 것으

로 최종 선택하였다.

청소년 비행 잠재유형과 특성

Figure 1과 같이, 청소년 비행 잠재유형은 총 세 집단으로 분류

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26.8%의 청소년이 속하며 이 집단은 주

Table 1
Predictor Variables

Categories Predictors
Demographic level Gender, school type, grade, family structure, habitation, migration
Personal level Media use experience TV broadcasting, OTT, newspapers, comic books, magazines or books, online 

newspapers, online cartoons, online magazines (books), online real-time broadcasting, 
online/mobile messengers, SNS, file-sharing sites

Violence victimization Verb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extortion, threats, group bullying, forced errands, 
cyberbullying, stalking, sexual humiliation, intentional physical contact, online stalking, 
online prostitution, forcing online body shots 

Prevention education 
experience

R-rated materials, online gambling, Internet use, bullying, prostitution/sexual violence, 
digital sexual crime, alcohol use, smoking, using highly caffeinated drinks, hallucinogenic 
substances

Consumption of 
unhealthy food

Experience drinking highly caffeinated drinks, taking vitastic vitamins, or candy cigarettes

Psychological factor Perception of harmful things, self-ability to control harmful things, self-management
Social bond factor Friend attachment, teacher attachment, family attachment

Environmental level Accessibility of harmful 
environments

Accessibility of harmful things, harmful environments around school, harmful 
environments around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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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해물 영역에서 음주 경험율이 높고 유해매체 영역에서 19

세 이상 미디어 이용 경험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

서 이 집단은 ‘음주/미디어 비행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70.0%의 분포를 보이며 대다수의 청소년이 속하고 비

행 경험률이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비행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은 3.2%의 분포를 보이며 

환각물질 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행 경험율이 높은 편이고, 

특히 19세 이상 미디어 이용, 인터넷 게임, 도박성 게임, 조건만

남 채팅앱과 같은 유해매체 이용 대한 높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

어 이 집단을 ‘유해매체 고비행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청소년 잠재 비행집단 예측요인 분석 

청소년 잠재 비행유형 예측모형 성과분석

청소년 비행 잠재유형 예측모형에 대한 성과분석은 Table 3에 제

시하였다. 훈련데이터의 평균 정분류율은 76.63%로 나타났고

(CI ［0.73, 0.80］, p < .05), Kappa 계수도 0.32의 일치도를 보였다. 

10겹 교차 모형 중 정분류율과 Kappa 계수가 가장 높은 모형을 

선택하여 최종 분석한 결과, 검증데이터의 정분류율은 76.25%, 

Kappa 계수는 0.31로 나타나 적합한 수준의 일치도를 보였다. 

Table 2
Model Fit Indices

Model BIC Entropy BLRT p value

Class proportion

C1 C2 C3 C4 C5

2 49489.32 .70 < .001 .79 .21

3 49087.74 .75 < .001 .25 .72 .03

4 48813.36 .67 < .001 .09 .02 .64 .25

5 48727.05  .74 < .001 .02 .07 .64 .02 .25
Note. N = 8,210.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LRT = bootstrap likehood ratio test.

Figure 1. Latent classes of adolescent delinquency.

Table 3
Prediction Indices in the Train Data Set and Performance of the Test Data

Accuracy 95% CI No information rate p value Kappa

Train data 76.63% [.73, .80] .72 < .05 .32

Test data 76.25% [.75, .78] .72  < .001 .31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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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mportance plot of random forest.

Figure 3. Partial dependence plots of top fi v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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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잠재 비행유형 예측모형 설명변수의 중요도

청소년 잠재 비행유형을 예측하는데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변

수를 Figure 2에 제시하였다.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변수는 

유해물 관심도로 나타났다. 그다음 중요 변인은 유해물 대응

능력, 유해물 접근성, 학교급 유형, 자율성 통제능력, 유해식품 

섭취, 사회유대요인의 순서로 상위권에 위치하였다.

부분 의존성 도표 

청소년 비행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5개 변수의 

부분 의존성 도표는 Figure 3에 제시하였다. 유해물 관심도의 

부분 의존성 도표를 보면, 청소년이 유해물에 대해 관심이 많

을수록 유해매체 고비행 집단일 확률이 증가하였고, 이와 반

대로 유해물에 대한 관심이 낮을수록 저비행 집단일 확률이 

증가하였다. 미디어/음주 비행 집단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의 

확률 변화 정도보다는 완만한 모습을 보였다. 그다음, 유해물 

대응능력이 높을수록 유해매체 고비행 집단일 확률을 감소시

키고, 저비행과 미디어/음주 집단일 확률을 증가시켰다. 유해

물에 대한 접근성은 정도가 높을수록 고비행 집단일 확률을 

증가시켰으며, 유해물 접근성이 낮을수록 미디어/음주 및 저

비행 집단일 확률을 증가시켰다. 학교급의 경우, 청소년의 학

년이 높을수록 미디어/음주 비행 집단일 확률이 증가하였고, 

낮은 학년일수록 유해매체 고비행 집단일 확률이 증가하였다. 

저비행집단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서 급감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율성 통제 능력이 낮으면 유해매체 고

비행 집단일 확률이 증가하고, 자율성 통제 능력이 높으면 미

디어/음주 및 저비행 집단일 확률이 증가하였다.

Discussion

현대 청소년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유해환경에 무분별

하게 노출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 비행 수준도 심화되어 나타

나고 있다. 나아가 청소년은 특정 영역이 아닌 다차원의 영역

에서 중첩적으로 비행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행 경험

과 비행의 예측요인을 고려한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유형에 따라 

청소년 비행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잠재집단을 도출한 뒤, 

비행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예측요인을 고찰하여 유

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

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유해업소 출입(비디오방, 유흥주점, 클럽, 이성동행숙

박업소), 유해약물 이용(음주, 흡연, 환각성 물질), 유해매체 이

용(성인용 미디어, 인터넷 게임, 조건만남 채팅앱, 도박성 게

임, 타인정보 도용 경험) 비행을 고려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실

시한 결과, 총 3개의 잠재비행집단이 도출되었다. 저비행 집

단(70%)은 대체적으로 유해매체 영역에서 성인용 미디어 이

용 경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낮은 비행률을 보였고, 

음주/미디어 비행 집단(26.8%)은 유해약물 영역인 음주 경험

과 유해매체 영역인 성인용 미디어 이용 경험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청소년이 속하였지만, 유해업

소와 유해매체물 이용 경험이 대체적으로 많고, 특히 유해매

체물 비행 영역에서 더욱 높은 수준을 보이는 유해매체 고비

행 집단(3.2%)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흡연, 음주 

등의 유해약물 비행을 행하는 청소년들의 70% 이상이 성인용 

간행물, 영상물, 게임 등의 유해매체 비행을 저지른다는 Moon 

(2009)의 연구와, 유해업소 출입 비행을 저지르는 학생들이 흡

연 및 음주 등의 유해약물 비행에 더 많이 가담한다는 J. Kim

과 Sohn (201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변인 중심의 분석이 아닌 

청소년의 실제 응답 패턴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중심분석을 활

용하여 잠재적 비행 집단을 도출해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비행집단의 속성에 따라 청소년이 질적

으로 구분되는 비행 경험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유해

매체 고비행 집단과 음주/미디어 집단을 통해 중첩적 비행 양

상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의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보다는 집단 

맞춤형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청소년기 비행은 단일 차원에서만 일어나지 않으

며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영역 간에 중첩적으로 일

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 상황을 고려하는 청소년 비행 

예방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성인용 미디어 이용 

경험이 저비행 집단을 포함한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유해약물 이용 및 유해업소 출입에 

비하여 성인용 영상물에 대한 접근이 수월하여 많은 청소년들

이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여실히 반영하는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성인용 미디어에 관심이 없더라도 자주 노출된

다는 청소년이 76.3%라는 결과를 참고하여(J. Kim et al., 2020) 

성인용 매체에 노출되는 사이버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단 운영

을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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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도출된 잠재비행집단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개인적, 환경적 

차원의 53개 요인을 활용하여 랜덤포레스트 분석을 실시하였

다. 랜덤포레스트 분석 결과, 개인적 차원의 유해물 관심도가 

세 개의 비행집단을 분류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

타났다. 랜덤포레스트 분석은 다수의 예측 변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을 나타내는 데 강점이 있는 분석 방법으로

써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유해물 관심도에 초점을 맞춘 청소

년 비행 연구가 활성화되고 비행 개입방안 마련에 적극적으

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외에 개인적 차원의 

유해물 대응능력, 환경적 차원의 유해물 접근성, 인구사회학

적 차원의 학교급 유형 등 다양한 차원에서 중요도가 높은 요

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비행 예측요인 관련 

메타 연구에서 유해물 접근성, 대응능력과 같은 다양한 차원

의 변수가 청소년 비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Jin과 Bae 

(2012)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

고 이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해물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환기하는 등 개인적 차원의 접근을 필수적으로 고려하

는 것에서 나아가 환경적 차원, 인구학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

하는 다차원적 접근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부분의존성 도표를 토대로 잠재집단별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상위 다섯 가지 요인과의 관계성을 상

세히 살펴본 결과, 유해물 관심도가 높을수록, 유해물 대응능

력이 낮을수록, 유해물 접근성이 높을수록, 학교급이 낮을수

록, 자율성 통제능력이 낮을수록 유해매체 고비행 집단으로 분

류될 확률이 증가하였다. 이는 유해물 접근성이 높고, 유해물 

관심도 및 대응능력이 낮을수록 인터넷 도박 행동 등 유해매

체 비행에 가담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Shon (2016)과 Han, Kim

과 Lee (201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즉 유해매체 고위험 

집단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의 유해물에 대

한 관심도를 낮추고 유해물에 스스로 접촉하지 않도록 청소년

의 자가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유해물에 대한 접근성을 낮

출 수 있는 차별화되고 집중적인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을 구

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개

인적 차원 요인(자아통제력의 향상 등)과 가정적 차원(보호자 

교육 등)을 고려한 청소년 비행 개입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

하고 있지만(Cha et al., 2019), 다양한 비행유형을 고려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발전시켜 유해매

체 고비행 집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세분화하고 개인

적 차원뿐만 아니라 유해물 접근성과 같은 환경적 차원의 요인

까지 고려하는 복합적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전교생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예방 교육은 비행 유형 및 연령에 따라 소수 인원의 조를 편성

하여 집단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

다. 즉 비행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내용의 비

행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미디어/음주 비행집단 및 고비

행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의 경우, 유해물 관심도 감소를 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가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

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유해

매체물 비행에 더 많이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Hornor, 2020),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유해매체 

고비행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 방송 등 매체 이용률이 증가하고 특

히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이용이 급증하였다(J. Kim et 

al., 2020)는 국내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는 달리 기존의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학교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음주/미디어 비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결과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저비

행 집단에 속할 확률이 급감하는 결과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특히 학업 스트레스 등의 긴장감을 경험

하는데, 청소년들은 음주를 하거나(S.-H. Lee & Hwang, 2019) 

음란물 시청을 통해 이러한 긴장감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S. H. Park, 2013). 따라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

행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에서는 긴장 완화를 목적으로 한 비

행행위의 위험성 및 올바른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대하여 정

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비행을 세밀히 파악

하고자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고,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한의 변인을 고려할 수 있는 머신러닝 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 

비행 연구를 확장 및 발전시켰다. 특히, 비행의 유형이 다양해

지고 청소년의 경험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비행 경험을 면밀하게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잠재비행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에 있어 인구사

회학적 차원, 개인적 차원, 환경적 차원과 같이 다차원적인 접

근을 취하여 예측요인을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한계점도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를 활용한 연구로 

2차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측정 도구에 한계가 존재한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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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연구에서는 내적 신뢰도뿐만 아니라 척도 타당도 등이 확

보된 도구를 활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2차 

자료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예측 변인이 개인적 차원에 집

중되어 있고 각 차원별로 균일하게 분포하지 못하였다는 한

계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가정, 학

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적 차원의 변인을 측정하는 등의 

노력으로 청소년 비행을 둘러싼 다차원적 요인의 영향력을 규

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측 변인 중 개인적 차원의 변인들은 

개인의 위험요인, 보호요인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지만 본 연

구에서는 다수의 예측 변인 중 가장 예측력이 높은 변인을 선

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서 나타난 주요 상위 변인을 활용하여 매개 및 조절효과 등 비

행 경험과의 구조적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상위 예측 변인으로 나타난 자율성 통제 능력

의 경우, 대체적으로 자율성 통제 능력이 높을수록 저비행 집

단과 음주/미디어 비행 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율성 통제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오히려 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율성 통제 능력과 관련이 높다

고 알려진 부모-자녀 관계(Bynum & Kotchick, 2006) 혹은 비행 

친구(Dishin et al., 2004) 등의 변인들로 인한 것은 아닌지 후속 

연구에서 그 관계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10겹 교차 검증을 하는 등 과적합

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훈련데이터와 검증데이터를 

한 자료 내에서 실시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는 훈련데이터와 검증데이터를 독립적 자료로 구성하

여 머신러닝의 특성을 더욱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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