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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 응 

간의 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개선방안 연구의 횡단조사 데이터를 토 로 학생 총 2,121

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학교생활 응

에 정  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공동체의식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의 공동체의식은 학교생활 응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교생활 응 향상  진로성숙도와 공동체의식의 함양에 

련한 정책   실천  함의를 제안하 다.

■ 중심어 :∣진로성숙도∣학교생활적응∣공동체의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on school adjustment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The data of 2,121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research into the state of adolescent activities and improvement 

plans(2015)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ere analys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1) career maturity was found a key factor affecting the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2) their career maturity had a positive affect on the sense of community, (3) sense of 

community affects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4) sense of community was 

proved to have a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and school adjustmen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reviewed, as are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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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소년기는 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

문에 그 어떤 시기보다도 학교 환경이 청소년의 발달에 

많은 향을 미친다[1]. 청소년기의 발달과업과 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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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심리  독립’이라는 과업을 완

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차  장소이며 올바른 가치

를 정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곳이다[2]. 따라서 학교

생활 응은 청소년기의 핵심 인 발달과제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요한 과업 의 하

나로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이 학교에 잘 응하는 것

은 청소년기 이후 직업 인 성취와 성인기로의 성공

인 환을 측하는 요한 요인이 된다[3]. 

특히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학교 시기는 인간의 발

달에서 제2의 탄생이라고 할 정도로 요하다. 인간의 

생애에 있어 신생아 이후 두 번째로 신체 , 정서 , 인

지 인 측면이 모두 격하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시기

이다[4]. 한 심리사회  발달상에서도 정체감  역할

혼미 단계[5]로 자신이 구이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하여 극 으로 탐색하고 시험해보고자 

한다. 

통계청 자료(2013)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 다음으로 직업에 한 것으로, 

지난 10년간 직업에 한 고민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

로 나타났다[6]. 이러한 것은 청소년들이 성인기로 이행

하는 에 자신의 사회  역할을 비해야 한다는 인식

을 높게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보여 다[7]. 

학교 시기는 발달단계상 평생의 진로발달에 향

을  수 있는 요한 교육  진로 련 결정이 이루어

진다[8]. 우리나라 행 학제에서 학교 과정은 학생들

이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부분

의 학생들이 생애 첫 진로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교 

진학에 한 진로결정을 하고 이는 직업선택을 한 

학입시까지 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 시기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성, 가치

을 고려한 진로의 안들을 탐색하고 한 진로선택

의 비를 시작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9][10]. 이와 같

이 청소년의 진로탐색  비와 련된 개념이 진로성

숙도(career maturity)이다. 진로성숙도는 진로발달과

정에서 경험하는 환경  요구에 처하는 비도로서 

진로문제와 련된 개인의 발달 정도와 수 의 지표가 

된다[11].

진로성숙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과 련이 높다

는 연구들에도 불구하고[12-15], 학생을 상으로 조

사된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 응 간의 련성에 한 

실증  연구는 그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진로성숙도의 

발달은 성인기의 사회 응을 비하여 만족할 수 있는 

직업생활을 수행하게 할 가능성을 높이고,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하게 수행하여 청소년의 행복에 기여

한다[16].

한편,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 응 간 계

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한 변인  하나는 공동체

의식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

해야 할 기 청소년기에 공동체의식은 진로탐색  

비에 있어서 핵심 으로 다루어져야할 부분이다. 공동

체의식은 청소년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에 한 

생각의 폭을 넓히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배

우는 구체 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7]. 공동체의식

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공동의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서서히 학습되고 형성되기 때문에

[18], 학교 시기에 청소년들이 공동체의식을 발달시

키는 것은 필수 이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에 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

보면,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 응에 있어서 매우 요

한 요소가 된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18-21]. 특히 

학생들에게 학교는 시민의식의 기 인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 성인기의 성공 인 사회 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행하기 한 요한 공간 , 시간  장소가 

된다[22][23].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공동

체의식, 학교생활 응 간의 계를 검증하는 연구는 필

수 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술한 것과 

같이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 응 간의 계와 공동체

의식과 학교생활 응 간의 계를 심으로 각각 조사

가 수행되었고, 세 변인 간의 계를 심층 으로 검토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존의 각 변수 간 단선 인 향 계를 넘어서 청소년 

기에 해당되는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 응

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동체의

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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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성숙도는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공동체의식이 매개하는 효

과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 응은 학생 개개인이 학교환경에 심을 

갖고 참여하며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정

도를 의미한다[24]. 따라서 학교에 잘 응하는 청소년

은 학교에서의 모든 생활과 환경을 수용하고 교사, 친

구들과 조화로운 계로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며 

교과  교내 활동에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 으로 해결

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유지한다[25]. 이와 같이 청소년

의 학교생활 응은 수업 응, 규칙 응, 교우 응, 교사

응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26][27].

학교 시기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수행해야 할 핵

심 인 발달과업이 진로발달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학

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진로성숙도에 한 심층

인 연구는 매우 요하다. 진로성숙도는 Super(1957)

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진로선택이나 진로의사

결정을 한 비 정도를 의미한다[28]. 즉, 진로성숙도

는 청소년 개인이 자아와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 발달을 한 지식을 습득하고 계획해나가는 수

이라 할 수 있다[10]. 청소년들은 진로성숙도가 잘 발달

할수록 삶의 목표와 망을 확실하게 갖게 된다

[29][30]. 따라서 진로를 계획, 탐색하고 결정하는 학

교 시기에 있어서 진로성숙도는 청소년 개인의 역량과 

인식, 능력이다[31]. 

진로성숙도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학교생활 응에 

련된 청소년기 진로발달의 핵심 변인으로 밝 져 왔

다[32]. 김유나(2009)의 연구에 따르면[13], 진로성숙도

가 학교생활 응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진로성숙

도의 하 변인 에서는 진로확신성과 진로 비성이 

학교생활 응에 직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교 2학년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12]에서도 진

로성숙도는 학교생활 응에 있어서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

에 하여 알아보고 조사하여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

이 학교생활 응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24]. 이

와 같이, 진로성숙도는 학교의 규칙, 수업, 교우 계, 교

사 계 등 학교생활 응의 반 인 하 요인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로성숙도,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 

공동체의식은 어떤 집단이나 조직에서 사회구성원으

로서 소속감, 상호의존성, 상호헌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33].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가 자신의 권

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내면화하고 사회에 참여하

는 것이다[34]. 특히, 책임감과 공동체의식은 청소년 

질리언스의 정  변화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35]. 즉 

공동체의식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한 사회구성원

들의 소속감과 련된 집합의식을 가리킴과 동시에 공

동체를 함께 유지, 발 시키는 역할을 다하려는 실천  

의식이라 할 수 있다[36].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 간의 인과 계를 논의한 

선행연구에 따르면[37], 공동체의식은 청소년의 진로성

숙도와 련된 주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진로

성숙도는 공동체의식과 같은 시민의식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법과 책임에 정 인 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었

다[38].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동체의식은 청소년의 학

교생활 응에 있어서 향력 있는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학교 신입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39], 공동

체의식은 학교생활 응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사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의식

을 향상시키고 학교생활 응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강

조하 다.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 응의 하 요인들 

간의 계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공동체의식의 발달

은 학교규칙을 잘 수하게 하고[40], 학습 성과에 효과

이며[41][42], 교우 계  교사 계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3]. 학교 1학년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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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식이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연구

에 따르면[21],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수 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을 잘 하고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교우  교

사 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공동체의식

은 학생의 학교생활 응 하  요인 반에 걸쳐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방법 및 절차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선행연구에 근거

하여,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 응에 직

인 향을 미치고, 공동체의식이 진로성숙도와 학교생

활 응 간의 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

다. 선행연구를 토 로[2][27][44], 학생의 학교생활

응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학년, 

경제수 , 학업성 은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 다. 

통제변수 : 성별, 경제적 수준, 학업수준, 학년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진로성숙도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NYPI)에서 2015년에 수행한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개선방안 연구’의 자료(NYPI 횡단조사)이다

[45]. 이 조사는 국의 등학생(4∼6학년), 학생(1

∼3학년), 고등학생(4∼6학년)을 상으로 층화다단계

집락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된 국 단 의 규모 

횡단조사이다. 총 표본 조사 수는 7,052명으로 본 연구

상은 학생 1∼3학년 총 2,448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측정변수에 한 결측 자료를 제외하고 2,121명의 

자료를 사용하 다.

3. 측정도구 

3.1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 응은 NYPI 횡단조사(2015)에서 제공한 

척도로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45]. 학교생

활 응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 계, 교사 계 등의 

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  리커트 척

도로, 각 수 범 는 ‘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5 )’로 이루어져 있고, 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응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  부정

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역코딩 한 후 평균을 구하여 분

석에 사용하 다. 학교생활 응 체 신뢰도

(Cronbach’s ɑ)는 .908 로 타났고, 각 하  요인별 신뢰

도(Cronbach’s ɑ)는 학습활동 .765, 학교규칙 .826, 교우

계 .698, 교사 계 .870 으로 나타났다.

3.2 진로성숙도

진로성숙은 NYPI 횡단조사(2015)에서 제공한 척도

로서 직업체험과 자기발견에 한 총 13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45]. 각 문항은 5  리커트 척도로, 각 수 

범 는 ‘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5 )’로 

이루어져 있고, 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의 정도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ɑ)
는 .925 로 나타났다.

3.3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 척도는 NYPI 횡단조사(2015)에서 제공

한 척도로서 이타성, 사회문제에 한 심, 사회구성원

으로서의 책임 등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45]. 

각 문항은 5  리커트 척도로, 각 수 범 는 ‘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5 )’로 이루어져 있고, 

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각 문항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역코딩 

한 후 평균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본 연구의 신

뢰도(Cronbach’s ɑ)는 .720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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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 응에 한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2][27][44], 성별, 학년, 경제수 , 학업

성 을 통제변수로 설정하 다. 성별은 여학생은 ‘0’, 남

학생은 ‘1’로 처리하 다. 학년은 학교 1학년을 ‘1’로, 

2학년은 ‘2’, 3학년은 ‘3’으로 처리하 다. 경제수 은 

‘매우 못산다(1 )∼매우 잘 산다(7 )’로 구성된 7  리

커트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주

인 가정의 경제수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성

은 ‘매우 못하는 수 (1 )∼매우 잘하는 수 (5 )’

으로 구성된 5  리커트 척도이고 수가 높을수록 학

업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4.0 window를 활용하 다. 기

통계자료를 악하기 하여 기술통계를 수행하고 주

요 변수에 한 신뢰도 분석(Cronbach’s ɑ)을 실시하

다. 주요 변수 간의 계를 분석하기 해서는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검증을 

해서는 Baron과 Kenny(1996)가 제안 한 3단계에 따

라서 단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46]. 마지막으

로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하여 

Sobel 검증 방법을 실시하 다.

Ⅳ.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상자는 [표 1]에서와 같이 남학생은 1,258

명(59.3%), 여학생은 863명(40.7%)으로 나타났다. 학년

은 1학년 596명(28.1%), 2학년 770명(36.3%), 3학년 755

명(35.6%)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변수들의 일반 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변수들의 평균과 표 편차는 진로성숙도 

3.23(SD=.76), 공동체의식 3.22(SD=.36), 학교생활 응

은 3.47(SD=.58)로 나타났다. 주  경제수 은 

4.45(SD=1.03)이고, 학업성 은 3.01(SD=1.03)로 조사

되었다. 측정변수들이 정규성을 만족하는지를 알아보

기 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정규분포 조건

인 왜도 < 2, 첨도 < 4 이하로 정규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념 구분 빈도 백분율(%)

성    별
남 1,258 59.3

여 863 40.7

학    년

1학년 596 28.1

2학년 770 36.3

3학년 755 35.6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2,121)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N=2,121) 

변수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진로성숙도 3.23 .76 .22 .39

공동체의식 3.22 .36 1.03 1.77

학교생활적응 3.47 .58 .28 .28

경제수준 4.45 1.03 .11 .89

학업성적 3.01 1.03 .08 -.46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수들 간의 상 계는 [표 3]과 같다. 학

교생활 응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서 하  

역별로 분석을 실시하 다. 독립변수인 진로성숙도

는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응의 모든 하 차원에서 정

인 상 계를 보 고(학습활동 r=.336, 학교규칙  

r=.329, 교우 계  r=.324, 교사 계  r=.325, 모두 p<.01 

수 ), 매개변수인 공동체의식과도 유의한 상 이 나타

났다(r=.246, p<.01). 이를 통해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응의 수 이 높고, 공동체의식도 높아진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변수인 공동체의식은 학교생활 응의 모든 하

차원과 정 인 상 계로 나타남으로써(학습활동  

r=.375, 학교규칙  r=.389, 교우 계  r=.459, 교사 계  

r=.377, 모두 p<.01 수 ),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학교

생활 응의 수 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성별은 공동체의식(r=-.140, p<.01)과 학교규칙 (r=-.089, 

p<.01)  교우 계(r=-.123, p<.01)에서만 약한 부  

상 계가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과 비교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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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식이 다소 높고 학교규칙  교우 계 수 의 

학교생활 응도 다소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경제수 은 진로성숙도(r=.177, p<.01), 공동체의식

(r=.093, p<.01), 학교생활 응의 모든 하 차원에서 정

인 상 계를 보 다(학습활동 r=.223, 학교규칙 

r=.157, 교우 계 r=.192, 교사 계 r=.152, 모두 p<.01 

수 ). 학업성 도 진로성숙도(r=.198, p<.01), 공동체의

식(r=.132, p<.01), 학교생활 응의 모든 하 차원에서 

정 인 상 계를 보 다(학습활동 r=.462, 학교규칙 

r=.241, 교우 계 r=.275, 교사 계 r=.195, 모두 p<.01 

수 ). 이는 주 으로 인식하는 경제수 이 높고 학

업성 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공동체의식, 학교생활

응의 수 이 높다고 해석된다. 

학년은 진로성숙도(r=-.068, p<.01), 공동체의식

(r=-.076, p<.01), 학교생활 응의 모든 하 차원(학습

활동 r=-.056, 학교규칙 r=-.076, 교우 계 r=-.083, 교

사 계 r=-.114, 모두 p<.01 수 )에서 약한 부  상

계를 보 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성숙도, 공동

체의식, 학교생활 응의 수 을 다소 낮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주요 변수들 간의 상 계 계

수는 r=.6 보다 낮아 다 공선성의 문제는 우려할 수

이 아니었다.

 

표 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2,121) 

(1) (2) (3) (4) (5) (6) (7) (8) (9) (10)
(1)진로성숙도 1

(2)공동체의식 .246** 1

(3)학습활동 .336** .375** 1

(4)학교규칙 .329** .389** .556** 1

(5)교우관계 .324** .459** .558** .582** 1

(6)교사관계 .325** .377** .523** .514** .546** 1

(7)성별
.012 -.140 

**
-.033 -.089 

**
-.123 

**
-.031 

**
1

(8)경제수준 .177** .093** .223** .157** .192** .152** .011** 1

(9)학업성적 .198** .132** .462** .241** .275** .195** .055* .248** 1

(10)학년
-.068 

**
-.076 

**
-.056 

**
-.076 

**
-.083 

**
-.114 

**
.053

*
-.089 

**
.012 1

*p<.05, **p<.01

3. 매개효과 검증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 응 간 공동체의식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Baron

과 Kenny(1996)가 제시한 차에 따라서 단계  다

회귀분석을 활용하고,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은 Sobel 검

증을 실시하여 검증하 다[46].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

응 간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모형의 합도 평가에서 Durbin-Watson의 

d통계치는 모두 2에 근 하여 잔차의 정상분포를 가정

할 수 있고, VIF는 모두 1에 근 하여 다 공선성이 없

음을 확인하 다.

먼 , 독립변수인 진로성숙도가 매개변수인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서 성별, 주  

경제수 , 학업성 , 학년을 통제하고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1단계 모델의 설명력(R
2값)은 .093, F값

은 43.512(p<.001)로서, 모델의 설명력과 합도는 유의

하게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진로성숙도의 회귀계수값

(β)은 .222(p<.001)로서 정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 상자인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

변수들은 학업수 이 높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여학

생일수록 공동체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

 수 은 공동체의식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 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성숙도가 종속변수인 학

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1단계와 

같이 성별, 주  경제수 , 학업성 , 학년을 통제하

고 분석하 다. 그 결과, 2단계 모델의 설명력(R
2값)은 

.267, F값은 154.262(p<.001)로서, 모델의 설명력과 

합도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진로성숙도의 

회귀계수값(β)은 .331(p<.001)로서 정 (+)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상자인 학생들의 진

로성숙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들은 주  경제수 이 높을수록, 학

업성 이 높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여학생일수록 학

교생활 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성숙도와 매개변수인 공

동체의식이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력

을 살펴보기 하여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분석을 실시

하 다. 3단계 모델의 설명력(R
2값)은 .398, F값은 

232.749(p<.001)로서, 모델의 설명력과 합도는 유의

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진로성숙도의 회귀계수값(β)

은 .247(p<.001), 매개변수인 공동체의식의 β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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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p<.001)로 모두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력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한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

의 효과도 3단계에서 독립변수의 효과보다 크게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은 Sobel 

검증으로 확인하 다(Z=9.334, p<.001). 즉, 진로성숙도

가 학생의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에서 공동체

의식은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동

체의식의 매개효과                      (N=2,121) 

단계 B β t R2 F

1단계
(독립
→ 

매개)

성별

   
공동

→ 체의
   식

-.106 -.145 -6.98***

.093
43.512 

***

경제수준 .010 .028 1.298

학업성적 .031 .090 4.137***

학년 -.023 -.052 -2.475*

진로성숙도 .104 .222 10.386***

2단계
(독립
→ 

종속)

성별

   
학교

→ 생활
  적응

-.115 -.097 -5.195***

.267
154.262 

***

경제수준 .050 .089 4.597***

학업성적 .155 .275 14.112***

학년 -.052 -.071 -3.767***

진로성숙도 .252 .331 17.243***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성별

   
학교

→ 생활
  적응

-.050 -.042 -2.450*

.398
232.749 

***

경제수준 .044 .079 4.463***

학업성적 .136 .241 13.583***

학년 -.037 -.051 -2.998**

진로성숙도 .188 .247 13.833***

공동체의식 .614 .379 21.410***

*p<.05, **p<.01, ***p<.001

Ⅴ.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학생을 상으로 진로성숙도와 학

교생활 응간의 계에서 공동체의식이 매개효과가 있

는지를 실증 으로 확인하 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진로성숙도는 학생의 학교생활 응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

로성숙도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 간의 인과 계를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13-15]. 특

히, 학생을 상으로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학교생

활 응이 높은 것으로 검증된 국내 연구결과들[12][23]

과도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서도 진로성숙도가 학생의 학교생활 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 인 요인임을 확인하 다.

둘째, 진로성숙도는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

로성숙도가 공동체의식과 같은 시민의식에 정 인 

향을 미치고[37],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정 인 

향력을 주고 있다[38]는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

이다. 

셋째, 학생의 공동체의식은 학교생활 응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 응의 경

로에서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 응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18][19][47]과 같은 결과로

서, 공동체의식이 학생의 학교생활 응을 높이는 

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강조한 연구들[21][39] 

[40][43][48]과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학생의 학교

생활 응을 높이기 해서는 진로성숙도를 향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진로발달에 있어서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통합 인 방법을 개발하고 실시

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학교생활 응을 높이기 해서는 입

학할 때부터 체계 인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진로성숙

도가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강조된다. 재 

우리나라 국의 학교에서는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

가 면 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흥

미도를 높이고 진로의식을 향상시키기 해서 도입되

었다. 그러나 학생의 소질과 성개발 등 진로 련 

활동에 한 학교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통계

청 조사 결과(2017)에서도 알 수 있듯이[49], 아직까지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 인 로그

램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 교육 분야 종사자들 사이

에서는 시험 부담이 사라지면 학생들이 수업  공부에 

태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28]. 이는 새로

운 제도가 효과 으로 기능하기도 에 청소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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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

려를 갖게 한다. 따라서 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과 가치 을 충분히 탐색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성인기의 사회 응을 비할 수 있도

록 진로교육 과정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문 인 진

로검사를 실시하고, 직업탐방  체험 등의 직업탐색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진로성숙도를 발달시키고 학교생

활 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 인 진로교육 로그

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의 학교생활 응에 있어서 공동체의식

의 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동체의식의 향상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신입생을 상으로 한 연

구에 따르면[39], 사활동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향상

이 학교생활 응에 정 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동아리활동과 체험활동이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요한 향을 다[50]는 으로 미루어 

볼 때, 재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

활동 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내 유 기 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소년을 한 다양한 체험활동 

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 단  규모 횡단조사 자

료의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 기 

때문에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 응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반 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후속 연구를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응에 련된 

다양한 통제변수를 확인하고,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

응의 하 변인 간의 련성에 하여 보다 심층 인 

탐색과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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