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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역량의 잠재계층과 가족특성: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이용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이 생애학습, 생활관리, 진로개발, 대인관계, 사회참여 5대
영역 16개 하위 영역에서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 그 실태 및 잠재집단을 파악하고 각 집단
에 따른 가족요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에 사용된 청소년역량의 개념과 구성영역을 포함하여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전국
초, 중, 고등학생 1만 여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역량의 발달현황 파악을 위해 대상자
중심의 분석인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차분석을 통해 역량의 잠재집단
에 따른 가정환경의 특성과 차이를 파악하였다. LCA결과 대상자의 잠재집단은 총 5개의 집단
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은 평균에 따라 계층화 되어 있으며 “최상위 역
량집단”, “중상위 역량집단”, “중위 역량집단”, “중하위 역량집단”, “최하위 역량집단”으로 명
칭을 부여하였다. 각 집단에 따라 가족요인을 교차분석한 결과, 가족구조, 보호자학력, 경제수
준, 양육태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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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제제기
90년대 후반 IMF의 위기와 함께 찾아온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불평등은 경제, 사
회, 교육, 문화 등 우리의 삶 다양한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었다(최영준, 2014). 다양한 영역에
서 진행된 불평등 관련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채구묵(2007), 서환주와 김준일(2014), 안서연
(2016) 등은 소득 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소득격차의 원인과 영향요인을 보고했
으며 그 외에도 건강불평등(이세윤, 2013; 이옥진, 2014; 이훈희, 2014; 박여리 김명희 김새롬,
2017), 주거불평등(장세훈, 2008; 이여정 정철모, 2016), 정보불평등(백승호, 2003; 김태일 이경
희 이재웅, 2007; 김영진, 2014), 교육불평등(박용범, 2006; 전혜진, 2013; 최영준, 2014) 등 모두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불평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이 중 특히 교육에서 발생하는 격차는 개인이 가진 능력의 차이보다는 개인이 속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차이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며(최영
준, 2014), 교육은 이제 계층을 대물림 하는 ‘무너진 계층 사다리’로 인식되며 풀어야 할 해결과
제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세계화, 정보화 등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더욱 확장되고 세분
화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가까운 미래로 다
가와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요구는 기술적인 능력 이외에도 창의성,
소통, 협업 등 다양한 역량을 포함한다(안윤정 임윤서, 2017).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에서 제공해
왔던 교육 방식은, 특히 입시 위주의 교육이 주가 된 현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앞서 기술한 사
회적 인적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 불평등 문제의 해소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적자본의 대응이라는 두 가지 주
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인적자본의 형성방안을 생각해볼 필요성
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와 흐름을 반영하여 학습을 비롯한 대인관계, 사회참여,
진로개발, 신체 및 안전관리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청소년 역량(Youth Competence)”의 중요
성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고용, 훈련, 성과평가 등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먼저 도입된 역량의 개념은 맥크렐런드
(McClelland, 1973)의해 제시된 것으로, 복잡한 현대사회 안에서 다량의 새로운 정보를 습득
및 활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윤정
일 김민성 윤순경 박민정, 2007). 그리고 현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이하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 EU(유럽연합, 이하 EU)의 Key
Competencies in Europe 등에 의해 현대사회를 사는 일반 개인의 사회적응과 같이 우리의 삶 전반
적인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소경희, 2007).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 등 사회 많은 부분이 역량 기반으로 변해가고 있다(진미석, 2016;
Punie, 2007).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 역량은 꼭 필요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발달 산물을 예측하는 역량의 역할이 계속해서 검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전반적인 반사회성 행위와 역량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윤명희
장아름, 2008; 반기완, 2015; 전학열 최중진 김청송, 2015; Lösel & Beelmann, 2003)뿐만 아니라
역량과 (성)폭력과 같은 특정 비행 간의 관계(김준홍, 2012; 김병안, 2014; Koraleweski & Conger,
1992; Abracen, Mailloux, Serin, Cousineau, Malcolm & Looman, 2004; Richardson & Vil, 2015), 자살 및
우울과 같은 위험요인(박현숙, 2009;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1993) 등 부정적 발달 산물의
감소에 대한 역량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와 반대로 취업과 학업성취(Dinovitzer, Hagan & Parker, 2003), 자원봉사(Gaylin, 1982) 등 청소
년기에 성취되어야 할 긍정적 발달 산물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
기에 현 시점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보이는 역량의 발달 수준을 파악하는 일은 미래사회를 준비
하는데 있어 초석이 되는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청소년역량을 파악하는 연구들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
고 있다. 첫째, 다양하고 포괄적인 영역으로 구성된 청소년역량 개념을 이용한 연구가 부족하다.
성인만큼 청소년 역시 다양한 생활환경 안에서 여러 분야의 역량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
러나 다수의 연구들이 한두 가지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데 대인관계역량(전명순 권일남, 2012;
최경옥, 2015), 진로개발역량(류재윤 이유경, 2012; 정미나 임영식, 2013), 사회참여역량(오영
석 최창욱 진성희, 2015) 등이 그 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바탕으로 청소년역
량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제시된 역량 개념 중, 학습, 생활, 대인관계,
진로, 사회참여와 같이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청소년역량(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을 이용하여 한국 청소년의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청소년역량은 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에 의하여 진행된 정책과제 연구로 현재까지 제시된 역량 개념 중, 학습, 생활, 대
인관계, 진로, 사회참여 등 가장 많은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가장 많은 연령층과 사례수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역량 수준을 파악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제한점은 역량의 측정을 통한 현황 파악의 방법의 한계다. 많
은 연구들에서 다양한 역량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포괄적 역량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있지만,
그러한 영역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평균과 총합과 같은 하나의 수렴된 수치를 통해 역량 전체
수준과 개별적 수준을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변인 중심의 분석은 요인에 대한 집단의
평균값을 확인하고,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인에 따른 대상자
분포 유형과 특성을 심도 있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대상자가 가진

역량의 세부적, 영역별 발달 수준은 고려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선행연구들에서 사용
한 역량의 하위변인들은 종류와 영역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러한 영역이 개인에게 있
어 모두 같은 수준으로 측정되고 획일적 변화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다양한 구성영역은 모두 연합하여 동일하게 발생하거나 획일
적인 발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특정 영역이 더 또는 덜 발달할 가능성을 충분
히 가지고 있다(이상균, 2015). 성은모 외(2014)의 연구에서 청소년역량을 예로 들면 사고력, 학습
적응성과 같은 생애학습역량이 높다고 해서 관계형성, 리더십과 같은 대인관계역량이 함께 높게
나타나야 할 개연성이나 당위성은 없다. 반대로 폭력행동과 중독행동이 있으면서 자기개방성과
친화성이 동시에 발달한 집단 유형도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발달 분포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하나의 평균값으로 수렴하여 사용할 경우 역량의 다양한 하위영역의 영향력
을 고려하지 못한다(이상균, 2015). 즉, 청소년역량의 전체 평균값이 높다고 해서 모든 영역의 수
준이 꼭 높은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평균의 함정에 빠져 실효성 없는 개
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별적이고 변수 중심적인 분석의 맹점에 대한
대안으로 대상자의 하위영역에 따른 개별응답을 토대로 상호배타적인 집단을 구분하여 대상자
집단에 존재하는 잠재적 계층을 유형화 할 수 있는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
을 사용하고자한다. LPA는 대상자의 응답을 이용하여 대상자들이 보고한 변인수준을 토대로 분
포하고 있는 잠재적인 유형의 개수와 특성을 분류하며 그 분류에 따라 개별 대상자들이 소속될
수 있는 확률을 구해 이질적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중심의 분석 방법이다.
또한, 청소년 역량과 관련하여 가족특성의 측면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역량의 발달
에 학습, 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지만 역량을 인적자본의 관점에서 보
았을 때 가족요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간주된다. 이봉주(2006)는 아동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인적자본의 형성은 주 양육을 담당하는 가정에 의해 나타나며 여기서 발생하는 격차
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 또는 가족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실제 청
소년들이 보이는 역량의 계층화에 따른 가족의 특성 차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역량을 이용하여 한국 청소
년들의 역량에 따른 잠재집단과 분포를 확인하고 각 계층 간 가족요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
며 그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역량의 구성요인에 따른 청소년역량의 잠재집단은 어떻게 유형화 되는가?
연구문제 2. 유형화된 잠재집단의 가족요인특성은 어떠한가?

. 이론적 배경

청소년역량은 현재까지 명확히 합의된 용어 및 정의, 개념이 없으며 학자와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용어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도 competence, key competency, life skills, core
competence, social skills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진미석, 2016). 따라서 청소년 역량에 대
한 합의된 개념과 명칭의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에 앞서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연구에 사용된 역량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생애를 통하여 육성시켜야 할 능력”으로서 ‘생애능력’을 개념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구성요소로서 지도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시민의식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김안나 김태준 김남희, 이석재 정회옥, 2003).
한편, DeSeCo를 바탕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에서도 핵심역량의 개념 정의와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핵심역량을 ‘한 개인의 성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애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를 포함하는 복합적, 종합적 능력이며 정규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가정에서도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 구성요인으로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
작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등을 설정하고 있다(김기헌 외, 2008).
윤명희 김진화(2008)의 경우,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의 적응과 직장생활의 성공적
수행, 사회에 필요한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활역량을 제시하였다(윤
명희 김진화, 2008). 그들은 생활역량을 ‘사람이 일상생활 혹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여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의 행동과 감정,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정의하였으며, 자기성장, 자기
조절, 공동체, 상황대처, 문제해결 총 다섯 가지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진단도구를 개발하였다(윤
명희 김진화, 2008).
권일남과 김태균(2010)은 “청소년활동을 통해 조장되는 역량”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초점을 맞
춘 “청소년활동역량”지표를 개발하였는데, 문제해결역량, 자아역량, 성취동기역량, 리더십역량,
감정조절역량, 신체역량, 시민성역량, 대인관계역량 총 8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핵심역량에 이어 “청소년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
였는데, 청소년역량의 개념을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성인기)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요
구되는 핵심행동특성으로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서 경험하고 충족시켜야 할 능력(지식, 기술,
태도)’으로 정의했다(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그 구성요인으로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
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을 제시하였다(성은모 외, 2014). 청소년역량은 다

른 역량 개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최근에 개발된 역량 측정 도구로서, 과거 역량들이
다루지 못했던 건강, 위생 등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신체 관련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역량의 하위영역인 상황대처역량을 통해 분노, 음주, 흡연에서
폭력까지 청소년기에 노출되기 쉬우며 직면하였을 때 성인에 비해 취약하기 쉬운 상황들에 대
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 역량의 맥락성과 수행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그리고 외부 자극과
전후 사정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할 줄 알며,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발달시키는
작업 역시 청소년기 과정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상황대처역량에서 이를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서, 청소년역량은 다른 역량들과 달리 세계화라는 배경 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세계시민으
로서의 역량까지 포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역량 개념은 한국 청소년의 역량
수준을 파악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표라고 결론 내릴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제시한 청소년역량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변인들에 대한 연구
들이 국내외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역량에 대한 연구의 역사가
긴 편은 아니지만, 앞서 거론한 다양한 청소년 관련 변인들에 대한 청소년역량의 효과성 검증
연구들이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면서 청소년기 부정적 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서 청소년역량의 역할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간의 역량비교연구가 이를 대표한다
고 볼 수 있다. 중 고등학생 중 문제행동청소년 275명, 일반청소년 31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활
동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에 관해 연구한 반기완(201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활
동역량을 활동, 자아, 신체건강, 갈등조절, 문제해결, 성취동기, 대인관계, 리더십, 시민성으로 구
성하였다. 차이검증 결과 신체건강과 대인관계를 제외한 모든 역량에서 일반청소년의 역량수준
이 문제행동청소년의 역량수준보다 더 높게 타나났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반기완, 2015).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반청소년과 문제행동청소년 간의 단순한 역
량수준 차이가 아닌 인과관계를 설정해 보면 결국 경로와 방식이 어찌 되었건 간에 청소년의
역량은 청소년의 문제행동 감소에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윤명희와 장아름(2008)은 청소년의 생활역량에 있어서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이 어떠한 차
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 고등학교 재학생 289명 중 위기스크리닝 검사 점수가 낮
은 30%를 제외한 207명을 일반학생으로 선정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에 참여하고 스크리닝 검사에 의해 분류된 196명의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그리
고 두 집단을 대상으로 자기조절역량, 자기성취역량, 대인관계역량, 공동체역량, 창의성역량, 상

황대처역량으로 구성된 생활역량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윤명희 장아름, 2008). 그 결과 모든
역량 부분에서 위기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역량 수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휴
대폰중독, 인터넷중독, 유해물질, 폭력 등에 대한 대처역량을 측정하는 상황대처역량에 있어서
일반청소년(평균, 3.04)과 위기청소년(평균, 2.67)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윤
명희 장아름, 2008).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일탈 및 위험행동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와
연관이 있는 청소년역량은 물론, 청소년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공동체,
자기조절 등 다양한 역량이 청소년의 비행 행동과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에도 청소년의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산물에 대한 청소년역량의 효과성을 검증
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박현숙(2009)은 청소년의 핵심역량과 우울 및 자살 간의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 동의를 받아 실업계 여고생 56명을 대상으로 핵심역량 지원 프로그
램을 12회기 진행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핵심역량 수준이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으며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집단에 비하여 우울 및 자살사고의 위험성이 유의미하게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숙, 2009).
청소년 역량 강화 활동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 폭력태도 간의 관계를 검증한 김병안(2014)의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자아, 대인관계, 리더쉽, 성취동기, 시민성, 신체, 갈
등조절, 문제해결 총 8개의 청소년역량이 연구대상자의 폭력행동(폭력성, 모방성, 충동성)에 미치
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성취동기, 신체, 갈등조절, 문제해결과 관련된 역량들이 폭력
행동 전체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자아, 신체, 갈등조절, 문제해결, 성취동기 등이 하위
요인인 폭력성과 모방성,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행동의 감소를 위한 청소
년역량의 중요성을 시사했다(김병안, 2014).
청소년역량이 예상변인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요인으로서 작용함도 검증되었다. 전학열 최중
진 김청송(2015)의 연구에서는 충동성, 감각추구성향과 같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유발하는 위
험요인이 가정부적응, 가출, 학업중단, 학교폭력, 약물 및 인터넷 중독, 성피해, 도벽, 자살(시도)
등의 위험행동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동시에 청소년역량의 상호작용효
과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청소년이 위험요인에 노출되더라도 생활역량의 수준이 높은 경우
위험요인이 바로 위험행동으로 직결되지 않음을 검증하면서 보호요인으로서 청소년역량의 역할
을 보고하였다(전학열 최중진 김청송, 2015).
국외에서도 역량의 개념이 다양한 문제해결과 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의 중
요성을 인식하여 역량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외의 경우 국내에
서 사용하는 역량이라는 용어 대신 이와 유사한 개념인 사회기술(Social skills) 또는 생활기술(Life
skills)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주로 진행한 연구들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셀과 벨먼(Losel & Beelmann, 2003)은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중 총 851건
의 문헌과 84건의 보고서를 이용하여 사회적 기술(social skill)과 반사회적 행위 간의 연관성에 대

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자살, 폭력, 약물남용과 같은 아동의 반사회적 행위는 자아통제,
문제해결능력, 상호작용능력과 같은 사회적 기술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검증하면서 아동청소
년기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Losel & Beelmann, 2003).
하인즈(Hynes, 1989)는 뉴욕 여자 청소년들의 흡연 실태와 학교 중심의 금연 프로그램을 제시
한 논문에서 여자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보고했으며, 증
가의 이유는 또래의 강요, 사회적 영향, 담배의 접근성 등으로 꼽았다. 그리고 학교를 통하여 흡
연 중인 여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흡연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도 높이
기, 담배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과 행동 가르치기, 교내 비흡연 환경 조성하기, 건강 위
주의 교육 등을 거론하면서 담배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로서 역할놀이를 통한 자기주장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Hynes, 1989).
비슷한 연구로, 생활기술훈련을 개발한 보트빈과 그리핀(Botvin & Griffin, 2004)은 문헌연구를
통해 청소년 약물남용에 있어서 생활기술훈련(life skills training: LST)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자
기통제, 사회적 기술, 스트레스 대처기술, 약물에 대한 정보 및 거부기술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술훈련은 담배, 알코올뿐만 아니라 마리화나와 같은 다양한 물질남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다양한 연구들이 증명하였으며, 폭력행위에 있어서도 생활기술훈련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Botvin & Griffin, 2004).
미국 공공보건보고서(Public Health Report, 1991)에 따르면 폭력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춘 성공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기반 개입과 지역사회 안에서의 개입으로 나뉘어진다(Renee
& Beth, 1991). 학교 안에서는 또래프로그램, 갈등해결기술 교육, 안전한 학교 만들기, 자아존중
감 향상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는데,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는 소수집단의 구성원으로 성장하
기,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기, 올바른 판단력 형성하기, 의사소통기술 훈련, 생활역량 증진 등이
요구된다(Brewer & Jacklin, 1991).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는 기관연계, 폭력예방캠페인, 멘토 프로
그램, 사회문화 훈련, 직업체험 등이 포함되며, 멘토 프로그램에서는 갈등해결, 생활역량 등의
향상이 역할모델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학교,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역량 발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Renee & Beth, 1991).
이처럼 청소년기 발달 산물들을 활동역량, 생활역량, 핵심역량 등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연
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기 역량의 발달에 대한 중요성이 광범위하
게 부각되고 역량이 청소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요소로서 거론될 수 있는 가능성
을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서 활동, 참여, 진로, (부)적응, 비행, 자살 등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현대사회의 발달과 함께 더욱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현 시기에 청소년역량에 대한 현
황 파악과 영향요인 검증에 관한 본 연구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역량의 발달과 관련하여 교육, 프로그램 등의 효과성 연
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청소년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간과되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청소년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청소년역량 발달에 있어
격차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따라서 가정환경과 청소년역량 간의
관계는 재조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다분하며 본 연구는 청소년역량의 유형화와 경제수준, 가족구
성, 부모학력, 양육태도와 같이 청소년이 속해있는 가족특성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하
고자 한다. 가족요인과 청소년역량 간의 관계를 검증해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르타스(Hartas, 2010)는 자녀의 언어, 문해력, 사회적 공감 등의 역량에 자녀가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특히 가구 수입과 모의
학력 수준이 미취학 자녀의 문해력과 사회적 공감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헤드 스타트(Head Start)에 참여하고 있는 64개 클래스에서 저소득층에 속하는 4세 아동 426명
을 대상으로 수행의 문제, 낮은 사회적 역량 및 관련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원인을 찾고자 했던
스트래튼과 해먼드(Stratton & Hammond, 1998)의 연구에서는 모의 가족력, 사회경제적 수준, 스트
레스 수준과 사회적지지, 정서상태 등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설정된 독립변인 대
부분이 자녀의 수행, 역량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낮은 수입, 학력 등 저소득
층에서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부정적 육아스타일로 이어져 자녀의 역량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Stratton & Hammond, 1998).
아마토와 오칠트리(Amato & Ochiltree, 1986)는 호주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역량과 가족자원
간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가족자원을 구조적 자원과 과정 자원으로 구분하여 자녀의 역량에 미
치는 영향력을 비교분석 하였다. 구조적 자원은 소득, 학력, 직업 등으로 구성하였고 과정 자원
은 양육태도, 기대, 원조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의 자녀의 문해력, 자존감, 생활기
술, 사회적 역량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Amato & Ochiltree, 1986). 그 결과 구조자원과
과정자원은 모두 자녀의 문해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으며 과정자원은 별도로 자존감에, 구
조자원은 생활기술과 사회적 역량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자원과 자녀의 역
량 간의 강한 연계성을 보고하였다(Amato & Ochiltree, 1986).
라이디와 궤라, 토로(Leidy & Guerra & Toro, 2010)는 미국 내 라틴계 가정의 부모와 자녀(9
세~12세) 282 그룹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관계, 가족의 응집력이 자녀의 사회적 역량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바 있다. 연구는 이민자 가정 자녀의 문화적 차이와 적응으로 인한 일
탈 및 범죄행위의 감소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관계는 자
녀의 자존감, 사회적 효능감 등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되었다(Leidy &
Guerra & Toro, 2010).

아동의 학교기반 역량에 대한 소득, 성별, 인종 및 가구구성에 따른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
해 연구를 진행한 패터슨, 쿠퍼스밋, 바덴(Patterson & Kupersmidt & Vaden, 1990)은 미국 내 흑인
과 백인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평등의 존재를 주장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한 영
향력 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소득과 가구구성이 자녀의 역량발달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Patterson & Kupersmidt & Vaden, 1990).
아퀴우스와 슈뢰더(Akukwe & Schroeders, 2016)는 그들의 연구에서 국제학생평가(PISA)를 이용해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역량에 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의 중요성에 대해 보고하였다. 금융소
득, 임금, 학력, 사회자본 등을 통해 측정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학업성취와 높은 개연성을 가
지는데 특히 학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학교성적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Akukwe & Schroeders, 2016).
모신과 나드, 초두리(Mohsin & Nath & Chowdhury, 1996)는 방글라데시 아동 2,520명을 대상으
로 한 연구를 통해 아동 기본 역량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검증하였다. 거주
지, 교육기간, 부와 모의 교육수준, 경제적 지위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 경제적 지위는 모든 역량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
났다(Mohsin & Nath & Chowdhury, 1996).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구조, 부모학력, 경제적 수준, 양육태도와 같이 청
소년이 속한 가족의 특성이 청소년역량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실제 국내 청소년들의 역량 유
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방법

한국 청소년역량의 잠재계층과 그러한 계층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
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5년 진행한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 IEA ICCS 2016” 연구에서 사용된 참여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연구는 2014년 교육통계연보를 모집단으로 하여 전국 16개 시 도 초(5, 6학년), 중(전 학
년), 고등학생(전 학년), 대학생(전 학년) 10,000명을 목표 표본으로 설정,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층
화집락표집을 이용해 추출하였다.
그에 따라 초등학교 135개교, 중학교 108개교, 고등학교 120개교, 대학교 57개교로 총 420개교
가 표집 되었으며 그 결과 대학생을 제외하고 초등학생 2,914명, 중학생 3,404명, 고등학생 3,966
명으로 총 10,564명의 샘플이 표집 되었다. 표집샘플에 대한 데이터 검증 및 클리닝을 통해 입

력오류, 과도한 무응답, 응답의 성실성 등의 기준으로 데이터를 제거한 결과 10,282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1) 청소년역량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소년역량 측정 도구는 총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뉜다. 생애학습역
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이며 각 역량별로 다양한 하위영역
을 구성한다. 생애학습역량의 경우 사고력(.760), 지적도구활용능력(.908), 학습적응성(.728) 세 영
역으로 구분된다. 생활관리역량은 건강관리(.847), 과제관리(.927), 상황대처(.928), 정서조절(.664)
영역으로 구분되며, 진로개발역량은 진로설계(.907), 여가활용(.920), 개척정신(.622)으로 구분된다.
대인관계역량은 관계형성(.923), 리더십(.943), 협동(.935)으로 구분되고 사회참여역량은 개인시민성
(.794), 공동체시민성(.908), 세계시민성(.759)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역량은 측정된 점수가 높을
수록 역량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 가정요인
(1) 경제적 수준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청소년의 배경에 관한 질문지에 포함된 문항으로서, 본인이 속한 가구
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총 7단계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1점에서 7점 범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못 산다” 1점, “보통수준” 4점, “매우 잘 산다”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는 본인의 가구경제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한다. 분석에서는 “보통수준”을 기
점으로 하여 경제적 수준 구간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2) 부모 학력
응답 청소년의 부모학력의 질문대상은 부, 모, 보호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선택문항은
“부, 모 또는 보호자 안 계심” 0점, “학교 안 다님” 1점, “초등학교 졸업” 2점, “대학원졸업(석,
박사)” 7점, “잘 모르겠음”이며 0점부터 8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0점과 8점을 제외하고 1
점부터 7점까지 응답한 대상자의 자료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세 구간으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1) 본 장은 장근영 외 5(2014: 16~18)의 연구와 성은모 외 2(2013: 49~78)의 연구 중 도구 설명에 관한 부
분을 요약 및 재구성하였음. 모두 4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량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괄
호 속 수치는 신뢰도(cronbach α)를 의미함.

(3) 가족 구조
가족구조의 경우, 배경 질문 중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해 묻는 문항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조부모, 친부모, 양부모, 형제 또는 자매, 친척 등으로 문항이 구
성되어 있으며 분석에서는 본 문항을 재구조화하여 “양부모가정”, “그 외 가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4) 양육태도
양육태도는 응답자의 배경문항 중 가정생활에 관한 8문항에서 부모님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7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세부 내용은 “아버지(어머니)는 내게 지적자극을 많이 주신다.”, “아
버지(어머니)의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는다.”,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공부 및 삶의 태도에 모범
이 되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 역점수 처리한 뒤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의 수준이 높거나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지는 실제 역량 수준의 분포와 잠재적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이하 LPA)을 진행하였다. 집단 내에 존재하지만 관찰
되지 않는 상호 배타적인 잠재적 계층을 구분해주는 범주변인의 존재를 가정한다(Vermunt &
Magidson, 2004; Lanza & Rhoades, 2013). LPA분석을 통해 청소년역량의 잠재계층을 파악한 뒤, 분
석에서 나타난 계층화에 미치는 가족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요인을 투입하여 다
항로지스틱 분석을 진행하여 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에는 m-plus 6.0과 spss 17.0을
사용하였다.

. 분석결과

5개 영역(생애학습, 생활관리, 진로개발, 대인관계, 사회참여)의 1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청
소년역량의 응답수준에 따라 조사대상 청소년이 어떠한 계층유형으로 구분되는지 살펴보기 위
하여 LPA를 실시하였으며 잠재계층을 2계층부터 1계층씩 점차 늘려가면서 이전 계층모형과 증
가된 계층모형의 적합도 비교를 통해 가장 적합한 잠재집단유형의 수를 결정하였다. 모형적합도

비교에는 AIC, BIC, aBIC, entropy, LMR-LRT, BLRT 지수가 사용되었는데, AIC, BIC, aBIC지수는
n-1 계층에 비해 그 값이 낮을수록 좋은 적합도로 판단하고, 엔트로피값의 경우 1.0에 가까울수
록 좋은 적합도로 본다.
잠재프로파일을 통한 집단 유형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계층유형부터 1계층씩 추가
하여 6계층 모형까지 비교분석한 결과 5계층의 경우 AIC=136264.241, BIC=137451.297,
aBIC=136930.128로 2, 3, 4계층 모형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엔트로피값은 0.895로 분석
되었다. BLRT와 LMR-LRT 각각 5706.510, 5687.853으로 모두 유의미하여 계층비교에 있어 2, 3, 4
계층에 비해 5계층의 적합도가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6계층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보면,
AIC=132334.669, BIC=133760.585, aBIC=133134.547로 5계층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엔트
로피값은 0.882로 적정한 수치를 보였지만 LMR-LRT지수가 3982.508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대상자 전체 청소년역량의 잠재계층은 모든 정보지수를 기준근거로 판단했을 때 5계층
유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계층

AIC

BIC

aBIC

entropy

BLRT

LMR-LRT
***

2계층

172404.598

172875.077

172668.517

0.915

48376.063

48217.899***

3계층

152346.946

153056.284

152744.854

0.910

20123.652***

20057.858***

4계층

141904.751

142852.948

142436.649

0.903

10508.195***

10473.839***

5계층

136264.241

137451.297

136930.128

0.895

5706.510***

5687.853***

6계층

132334.669

133760.585

133134.547

0.882

3995.571***

3982.508

계층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 비교를 통해 청소년역량의 잠재집단이 5계층으로 유형화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층 분류의 질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계층별 사후계
층소속확률을 살펴볼 수 있다(이상균, 2015). 사후계층소속확률은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정확
히 계층이 분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0.7 이상일 경우 수용가능한 수준의 분류가 이루어졌음으
로 볼 수 있다(Nagin, 2005; 이상균, 2015. 재인용). 각 집단에 따른 계층모형의 사후계층소속확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잠재계층 1의 경우 0.949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잠재계층 2는 0.944로 역시 적정한 수
치로 분석되었다. 잠재계층 3은 0.925, 계층 4는 .916, 계층 5는 0.907로 모든 계층별 소속확률이

0.9 이상으로 나타나 기준값 0.7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5개의 계층 모두
계층 구분에 있어 수용 가능할 만한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계층별 소속사례와 비율을 보면 1계층의 경우 1,212명(11.8%), 2계층 3,184명(31.0%), 3계층
3,415명(33.2%), 4계층 1,681명(16.3%), 5계층 790명(7.7%)으로 나타나 3계층의 소속사례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2계층, 4계층, 1계층, 5계층 순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계층 1

계층 2

계층 3

계층 4

계층 5

계층별

계층별

소속

소속

소속

소속

소속

소속사례

소속사례

확률

확률

확률

확률

확률

(N)

비율(%)

1계층

0.949

0.051

0.000

0.000

0.000

1212

11.8

2계층

0.015

0.944

0.035

0.000

0.006

3184

31.0

3계층

0.000

0.040

0.925

0.030

0.005

3415

33.2

4계층

0.000

0.000

0.050

0.916

0.033

1681

16.3

5계층

0.000

0.022

0.015

0.055

0.907

790

7.7

계층

다음으로 각 잠재집단이 생애학습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생활관리역량, 사회참여
역량의 하위영역 대해 어떠한 수준의 패턴을 보이는지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영역별
집단별 평균 추정치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 계층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고 계층명
을 부여하였다.
각 집단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특성에 따른 명명을 위해 잠재집단 별
평균 추정치를 구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계층 1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
를 보였기 때문에 “최상위 역량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2의 경우 모든 영역이 최상위 역량
집단보다 낮고 그 외 3개 집단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였기에 “중상위 역량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3은 모든 영역이 다른 집단의 중간 수준의 값을 보였기에 “중위 역량집단”으로 명명하였
다. 계층 4와 계층 5의 경우 총 16개 영역 중 여가활용, 건강관리, 상황대처를 제외한 나머지 13
개 영역에서 계층 5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계층 4는 “중하위 역량집단”, 계층 5는 “최
하위 역량집단”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생애학습역량
지적

구분
사고력

도구
활용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학습

진로

여가

개척

관계

적응

설계

활용

정신

형성

리더십

협동

생활관리역량

사회참여역량

건강

과제

상황

정서

관리

관리

대처

조절

개인

공동체

세계

시민성 시민성 시민성

계층1

3.44

3.42

3.56

3.76

3.74

3.04

3.74

3.77

3.84

3.80

3.78

3.42

3.13

3.22

3.07

3.27

계층2

3.14

3.00

3.13

3.34

3.37

3.76

3.30

3.17

3.33

3.46

3.23

3.18

2.92

2.92

2.79

3.04

계층3

2.91

2.71

2.83

2.92

2.97

2.55

2.91

2.83

2.94

3.11

2.91

3.00

2.77

2.71

2.64

2.83

계층4

2.67

2.43

2.54

2.58

2.69

2.35

2.59

2.39

2.57

2.83

2.53

2.90

2.67

2.50

2.50

2.70

계층5

2.61

2.31

2.45

2.53

2.84

2.34

2.57

2.23

2.43

2.97

2.35

2.97

2.58

2.32

2.32

2.59

청소년역량 계층에 따른 사회경제적배경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구조를 보면 최상위 역량군의 경우 양부모 가정이 아닌 대상자가 6.7%, 양부모
가정인 대상자가 93.3%로 양부모 가정의 대상자가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위
로 가며 양부모 가정 91.1%, 양부모가정 아님 8.9%로 그 격차가 약간 감소했으며 최하위 역량군
에서는 양부모 가정 88.3%, 양부모가정 아님 11.7%로 양부모 가정이 아닌 경우가 최상위 역량군
에 비해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계층에 따른 가족구조의 차이는 χ2값 43.720으로 p<.001의 수준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에 있어서 먼저 부의 학력을 보면 최상위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7.2%, (전문)대
학교 졸업 57.3%, 대학원 이상 15.5%로 (전문)대학교 졸업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대학
원 이상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중위 집단의 경우 (전문)대학교 졸업은 50.3%로 소폭 감소
한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41.5%로 상승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
다. 그리고 최하위 집단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전문)대
학교 졸업은 46.6%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대학원 이상의 경우 최상위 계층에서 점차
감소하여 최하위 계층에서는 4.8%로 1/3 정도의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에
따른 부 학력의 차이는 χ2값 150.205로 p<.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집단에 따른 모 학력의 경우를 살펴보면, 최상위 집단에서는 (전문)대학교 졸업이 55.1%로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4.8%, 대학원 이상 1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경향은 중위 집단에서 변화를 보였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8.1%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
대학교 졸업이 47.3%로 유사한 수치를 보였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
고 이러한 차이는 더 벌어져서 최하위 계층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58.0%, (전문)대학교 졸업
37.6%로 약 20%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의 경우 최상위 집단 10.0%에서 중위 4.6%,

구 분
그 외 가정

가족구조

양부모가정
합계

최상위 역량군

중상위 역량군

중위 역량군

81

285

305

중하위 역량군 최하위 역량군
221

92

(6.7%)

(9.0%)

(8.9%)

(13.2%)

(11.7%)

1128

2892

3107

1454

697

(93.3%)

(91.0%)

(91.1%)

(86.8%)

(88.3%)

1209

3177

3412

1675

789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 43.720 / p<.001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교 졸업
부학력

대학원 이상
합계

238

748

949

441

202

(27.2%)

(33.9%)

(41.5%)

(45.7%)

(48.6%)

501

1246

1150

485

194

(57.3%)

(56.4%)

(50.3%)

(48.2%)

(46.6%)

136

214

189

58

20

(15.5%)

(9.7%)

(8.3%)

(6.0%)

(4.8%)

875

2208

2288

964

416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 150.205 / p<.001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교 졸업
모학력

대학원 이상
합계

305

986

1139

541

250

(34.8%)

(43.3%)

(48.1%)

(54.6%)

(58.0%)

483

1177

1120

416

162

(55.1%)

(51.7%)

(47.3%)

(42.0%)

(37.6%)

88

144

108

33

19

(10.0%)

(5.0%)

(4.6%)

(3.3%)

(4.4%)

876

2277

2367

990

431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 139.764 / p<.001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교 졸업
보호자
학력

대학원 이상
합계

75

190

235

125

66

(32.5%)

(39.5%)

(49.5%)

(60.4%)

(62.9%)

132

268

219

75

34

(57.1%)

(55.7%)

(46.1%)

(36.2%)

(32.4%)

24

23

21

7

5

(10.4%)

(4.8%)

(4.4%)

(3.4%)

(4.8%)

231

481

475

207

105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 65.517 / p<.001
상
중
경제수준

하
합계

705

1368

1198

438

212

(58.6%)

(43.2%)

(35.2%)

(26.3%)

(27.1%)

377

1232

1532

858

362

(31.3%)

(38.9%)

(45.0%)

(51.4%)

(46.2%)

122

568

671

372

209

(10.1%)

(17.9%)

(19.7%)

(22.3%)

(26.7%)

1204

3168

3401

1668

783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 416.243 / p<.001

양육태도(평균)

3.48

3.11

2.88

2.65

2.65

(.5778)

(.5977)

(.4845)

(.4788)

(.7566)

F=531.279(p<.001) /
scheffe = 최상>중상>중>중하 / 최상>중상>중>최하

최하위 4.4%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집단에 따른 모 학력의 차이는 χ2값 139.764로
p<.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집단에 따른 보호자 학력의 차이를 보면, 최상위 집단의 경우 (전문)대학교 졸업이 51.7%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 32.5%, 대학원 이상 10.4%로 나타났다. 중위 집단에서는 고
등학교 졸업 이하가 49.5%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학교 졸업이 46.1%, 대학원 이상 4.4%로 나
타나 두 집단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최하위 집단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62.9%, (전문)대
학교 졸업 32.4%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학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8%의 수준
을 보였다. 이러한 집단에 따른 보호자 학력의 차이는 χ2값 65.517로 p<.001의 수준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층에 따른 경제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최상위 역량군의 경우 경제 수준이 “상”인 대
상자가 58.6%, “중” 31.3%, “하” 10.1%로 최상위 역량군 대상자의 과반이 경제수준이 “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중상위 역량군의 경우 경제수준이 “상”인 대상자가 43.2%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지만 최상위 역량군에 비해 15%정도 낮은 비중이며 반대로 경제수준 “하”인 응답자
는 약 8%정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중위 역량군에서 경제수준 “상”인 응답자는 35.2%로 비중도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수준이 “중”인 응답자보다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진다. 그리고 경제수
준이 “하”인 응답자의 비중은 조금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중하위 역량군의 경우 경제수준이
“중”인 응답자가 51.4%로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경제수준이 “상”과 “하”인 응답자의 비중이 유사
한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최하위 역량군에서 경제수준 “중”인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상”과 “중” 응답자의 비중은 중하위 역량군에 비해 그 격차가 더욱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이
러한 계층에 따른 경제수준의 차이는 χ2값 416.243으로 p<.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층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를 보면 최상위 역량군의 경우 양육태도 수준은 평
균 3.48(표준편차=.577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중상위 역량군 평균 3.11(표준편
차=.5977), 중위 역량군 평균 2.88(표준편차=.4845)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하위 역량군과 최하위
역량군의 양육태도 평균은 2.65로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계층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
는 F값 531.279(p<.0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중하위와 최하위의 둘 간
의 차이를 제외한 나머지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현제 우리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 문화 전반으로 확대되고 부와 계층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고리를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안이었던 교육마저 불평등의 영
역으로 편입된 현 시점에서 새로운 인적자본으로서 청소년역량을 바라보고자 했으며, 4차 산업

혁명의 물결 속에서 점점 복잡해져가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적자원 상(像)을 위한 인적자본으로
서의 청소년역량을 바라보았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회의 인적자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청소년역량이 그에 앞서 실제로 어떠한 유형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그러한 유형화에 따라 가족
요인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청소년역량(성은모 외, 2015)의 개념과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연구에서 조사한 전국 10,282명의 초, 중, 고등학생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
다. 청소년역량지수는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총 5개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영역별 하위역량은 총 16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6개 영역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역량 각 영역의 하위영역에 따라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발달수준이 어떠한 형태로
유형화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로 LPA분석을 통
해 나타난 한국 청소년들의 역량 유형 계층에 따라 가정요인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청소년들의 청소년역량 집단 분포 확인을 위한 LPA 결과 AIC, BIC, aBIC, 엔트로피
값, BLRT, LMR-LRT 준거지수를 활용했으며 그 대상 청소년들은 총 5개의 계층으로 유형화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AIC = 13624.241, BIC = 137451.297, aBIC = 136930.128, 엔트로피 = 0.895,
BLRT = 5706.510(p<.001), LMR-LRT = 5687.853(p<.001). 계층별 특성을 살펴보면, 1계층의 경우
“최상위 역량계층”으로 모든 역량이 다른 계층에 비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계층별 소
속사례는 1,121명(11.8%)으로 나타났다. 2계층은 “중상위 역량계층”으로 모든 역량 영역의 수준
이 최상위 계층과 중위 계층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계층 소속사례는 3,184명(31.0%)이었다. 3계층
은 “중위 역량계층”으로 모든 역량이 중위 수준을 보였으며 사례수는 3,415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계층은 “중하위 역량계층”, 5계층은 “최하위 역량계층”이며 각각 사례수
1,681명(16.3%), 790명(7.7%)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계층에 따라 가정요인이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구조의 경우 최상위 역량계층에서 최하위 역량계층으로 갈수록 양부
모 가구는 감소하고 양부모 가구가 아닌 사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χ2 = 43.720, p<.001).
부의 학력과 계층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역량 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전문)대학교 및 대학
원 이상의 학력이 많았으며 반대로 역량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χ2 = 150.205, p<.001). 계층에 따른 모의 학력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발
견되었는데 모의 학력의 경우 부의 학력보다 (전문)대학교 이상 응답 감소 추세와 고등학교 졸
업 이하의 응답 증가 추세가 강하게 나타났다(χ2 = 139.764, p<.001). 역량 계층과 경제수준의
분석에서는 최상위 계층의 경우 경제수준 “상”이 과반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최하위 계층으
로 갈수록 경제수준 “중”과 “하”에 대한 응답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경제수준 “중”의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χ2 = 416.243, p<.001). 마지막으로 역량 계층에 따른 양육태도 수준의 평균을 비
교해보았는데, 최상위 계층 평균 3.48(표준편차=.5778)이 낮은 역량 계층으로 갈수록 감소하여
최하위 계층에서는 평균 2.65(표준편차=.7566)의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계층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는 F값 531.279로 p<.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중하 계층
과 최하 계층 간의 차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층 간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LPA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랑을 16개 하위영역에 대한 집단유형을 파악한 결과 한국 청소년역량 발달은 질
적, 양적 차이를 보이는 다섯 개의 집단으로 유형화되어 있다. 그리고 유형화된 계층의 특성은
청소년 역량 16개 하위역량의 발달 수준에 따른 격차를 중심으로 유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즉, 모든 역량 영역이 동일한 발달수준을 보이는 것이 아니었는데, 최하위 계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로설계, 여가활용,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건강관리, 과제관리
영역의 역량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었던 반면 개척정신, 정서조절, 개인시민성, 공
동체시민성, 세계시민성 등 사회참여역량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발달을 보였다.
이러한 유형화 결과를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역량 발달 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청소년역량이
라는 개념이 하나의 평균 점수로만 수렴하여 사용하기에는 매우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3~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각 영역에서조차 각기 다른 발달수준
을 보였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진로개발역량에서 1 4계층 집단에 속한 청소년의 경우 자신
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종종 여가활동을 즐기는 방법
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고 거기에 도전할 줄 아는 개척정신 역량의 수준
은 매우 낮으며 이러한 발달한 경향은 발달수준이 높은 그룹일수록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으며,
생활관리역량에서는 건강관리와 과제관리역량은 높지만 폭력, 비행, 정서와 관련된 상황대처, 정
서조절 역량의 발달 수준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최하위 계층
에 속한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영역의 역량은 다른 계층에 속한 청소년에 비해 낮지만 여가
활동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으며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본
인을 지킬 줄 아는 동시에 폭력과 중독 행위를 인지하고 거부할 수 있는 역량은 중하위 역량집
단에 비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역량이 포괄하는 다양한 영역들이 모두 동시다발적인 발달을 가지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계층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격차는 일정부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청소년역량을 측정하고 개입함에 있어서 이러한 역량의 특성을 간과하고 총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개입의 효과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현재까지 진행된 청소년 관련 역량 연구들은 응답자 중심이 아닌 변인 중심에서
역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역량의 실태와 개입의 효과성을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 알 수 있듯이 영역별로 다양한 발달 수준을 보이는 응답자들의 유형을 파악하고 각 계층

이 보이고 있는 특성에 맞춘 개입이 이루어질 때 개입의 효과성이 보장될 것이며 나아가서 우
리나라 전체 청소년역량의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로 각 계층별 역량의 발달수준을 살펴보면,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생활관리역량의
정서조절 그리고 개인, 공동체, 세계 시민성을 포함하는 사회참여역량이 특히 전체 계층에서 낮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학습적응, 진로설계 등의 영역은 같은 계층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역량에 대한 개입과 별개로 우리 사회의 청소년 정책이 교과 또
는 입시 위주의 영역에 지나치게 치중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적자본으로서 역량의 역할이 이슈화 되고 있으며
제 5차 청소년기본계획을 통해서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청소년역량과 관련한 활
동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를 위한 각 부처 간 업무가 명확하지 않고 수립된 정책들
역시 실제 역량 강화와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역량이 포괄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
이 모두 동일한 수준의 성장을 보일 필요도 없으며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균형 있는 발달
은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통해 보여지는 것과 같이 대인관계, 참여, 공동체가 아닌 개인, 입시,
진로 등만이 강조된 역량 발달을 균형 잡힌 발달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더 많은 한국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역량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불어서 다양한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역량을 강화시키는 요인들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
해 균형 있는 역량 발달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로 청소년역량의 불평등이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역량에 대한 집단 분석 결과 5개
의 계층으로 유형화됨을 확인하였고 각 계층 간에 나타나는 격차 또한 확인하였다. 그리고 계층
간에 가정의 배경에서 그 격차가 일정부분 확인되었다. 가족구조, 부의 학력, 모의 학력, 보호자
학력, 경제수준, 양육태도 모든 영역에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즉, 보호자의 학력 수준이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인 경우보다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가정의 자녀가 역량의 발달
수준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이 속한 가정의 부모가 가진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을수록 그 자녀의 역량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 비해 높았다. 부모로부터 제공된 양질의 양육을
경험한 자녀는 역량 수준이 높았으며 반대로 양육해줄 부모가 부재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
해 양육이 불가능하거나, 장애가 있어 원활한 양육이 불가능한 가정의 자녀는 역량의 발달이 낮
게 이루어졌다.
향후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가 검증될 필요성이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동시에 계층의 대물림을 의미 또한 생각해볼 수 있다. 청소년이 어떠한
역량 집단에 속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의 학력, 경제수준, 양육태도로 확인되었는
데, 이 변인들은 서로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교육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고, 고학력이 고수입으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낮은 학력은 낮은 소득의 가능성을 높인
다. 소득이 낮으면 부모가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비워진 돌봄과 양육의

자리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한 가정의 자녀가 가진 역량은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높지 않다. 인적자본으로서 청소년역량의 형성과 발달이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하나의 불평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이봉주, 2006).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역량에 대한 측정과 실태파악은 응답자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다. 더 이상 청소년역량의 개발과 강화를 위한 개입을 간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역량의 개입
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정책수립에 있어서 교육과는 별개로 청소년역량을 전담할 수 있
는 주무부서를 개설하고 그를 통해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활발하게 역량발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원과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역량발달을 위한 체계가 갖추어
진 상태에서 청소년의 역량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을 진행함
에 있어 지금까지 해온 방식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상자 중심의 실태파악
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개입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개입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실질
적인 역량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둘째, 청소년역량이 포괄하는 다양한 영역들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
다.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청소년역량의 발달은 다양한 영역이 균형 있게 발달하지
못하고 일정 영역에 치중한 형태로 발달해 있다. 따라서 장기간의 관찰과 개입을 통해 균형 잡
힌 발달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청소년 역량 패널은 존재하지 않는
다. 다만 그 추이를 교급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을 뿐이다. 장기 패널 구축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 발달 수준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역량의 발달 및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
과 보호요인을 구성하여 종단적 관점에서 역량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을 통해 진행된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에서는 실제로 초등학생의 경우 높

았던 역량 수준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는 점차 낮아지는 실태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패널을 이용한 실태파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상자의 성장과 함께 역량 수준이 왜 낮아지는가
에 대한 인과관계의 파악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소를 위해 장기 청소년역량 패널 구
축은 꼭 필요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거론한 청소년역량 장기패널 구축, 그를 통한 관찰과 균형 있는 역량발달 추진
등을 위해 청소년역량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역량센터 개설을 통해 학교 및 지역사
회를 통한 청소년 개개인의 역량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별적으로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역량 발달 활동을 제공 및 연계 할 필요성이 있다. 더 이상 청소년역량은 교육의 차선
및 보조 영역이 아니며 미래사회 대응하기 위해 개발하고 강화해야 할 인적자본이다. 따라서 국
가청소년역량센터 건립을 통해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청소년역량의 개발과 발달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함의 해소를 위해 제도적 보완

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청소년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 중, 부의 학력, 경제수준, 양육태
도는 각 계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확대될 수 있고 결국 인적자본의 관점에서 역량을 보았을 때, 역량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불평등과 대물림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환경에서 발생하는 격
차를 완충하기 위한 다양한 가정 외부적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 중 양육과 돌봄에 집중할 필요
성이 있는데, 양육태도의 경우 사실 사회경제적 배경이기도 하지만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부터 영
향을 받아 그로부터 발생하는 산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양육태도는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부터 발생한 격차를 자녀에게 전달하는 매개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양육태도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 역량의 발달에 있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
으로 양육태도의 질을 높이거나, 양육태도의 역할을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더불어서 가정이 아닌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역량 수준에 따른 역량강화 개입
을 진행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의 수준이 낮아지거나 양육의 제공
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원인으로 정신 및 신체적
장애를 가진 보호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혼, 배우자 사망 등 여러 이유들로 구조적, 기능
적 결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양육의 역할을 가정에 집중시킬 수는 없는 상황에 와
있다. 돌봄과 양육의 역할에 대한 부담을 학교와 지역사회를 통해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그러한 대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준비를 갖추어야 할 필
요성이 있다. 학교의 경우 방과 후 학교의 확대 시행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대상, 이용시간
등의 확대를 위해 재원과 인력, 프로그램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사회 역시 수련관, 문화의 집 이
외에도 청소년에게 욕구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서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양질의 양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양육과 별개로
역량의 개입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 청소년 관련기관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청소년역량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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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Class of Korean Youth Competence and Family Character:
use Latent Profile Analysis

This study shows the way of development of youth competence in Korea in 16 subareas among the 5
main areas lifelong learning, life management, career developm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acknowledge difference of family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potential groups. The
report “A study on measurement of Korean Youth Competency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in 2015
which has been processed i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ince 2014 is referred to in this analysis. The
analyzed data including the concept of youth competence and compositional area is utilized, and about 10
thousand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students ware engaged in the survey. To acknowledge the states
of youth competence development, LPA(Latent Profile Analysis) is being processed up for subject and the
way of typing in Korean youth competence development is checked through the analysis. Moreover, the
characteristic and difference of family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potential groups through the cross
analysis are determined. The analysis result of LCA represents that potential groups could be classified into
a total of 5 groups. It is shown that these classified groups hav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level of
each area and are stratified according to the average of each group. Therefore, the groups have been
endowed the titles “most significant competence group”, “mid-upper competence group”, “middle
competence group”, “mid-lower competence group” and “lowest competence group”. As the result of cross
analysis of family factors according to each group have significan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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