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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 경험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Sense of Community Affecting Center Service Experience of 
Adolescents in Community Child Center: Mediating Effect of

 School Adjustment

양심영*

Sim Young, Yang*

요 약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경험-센터 교사와의 만족도 및 서비스 이용평가-이 공

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센터 서비스 이용경험과 공동체 의식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기 패널 대상자 중 2017년 전국 중학교 1학년 청소년 438명을 표본으로

하였다. 자료는 SPS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 단계별 회귀분석 및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은 센터 교사와의 만족도 및 서비스 이용평가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았으

며, 아울러 교사 만족도 및 서비스 이용평가는 학교적응을 통해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분매개효

과를 나타냈다. 이를 토대로 저소득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증진을 위해 청소년과 센터 교사 간 긴밀한 관계 유지, 서

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체계 간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교사 만족도, 센터 서비스 이용평가,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sense of community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center teacher and service use 
evaluation and mediating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involving sense of community, satisfaction with center 
teacher and service use evaluation among adolescents in community child center. Secondary data analysis from 
the 2nd Panel Survey on Service Satisfaction with Community Child Center was performed using data of 438 
the first grade middle school aged student in 2017.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Regression using SPSS 
18 program 18.0. and Sobel test showed that the higher of satisfaction with center teacher and center service 
use evaluation influenced the more enhanced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adjustment had partial mediating 
effect among them. Therefore, to promote low income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to persist the sustainabl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center teacher and adolescents and to 
improve quality of service and to develop and apply the community action program connecting community child 
care center and scho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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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가치

관을 확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자신이 공동체의 구성

원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해야하는 시기이다. 공동체의식

(sense of community)이란 “구성원들이 가지는 소속감,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 구성원들의 요구가 함

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충족된다는 공유된 믿음 또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다[1]. 한편 청소년은 다층적인 사

회적 맥락 속에 존재 하는 요소들과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

질을 습득한다[2]. 특히 청소년의 공동 체의식은 소득집

단별로 차이가 있으며[3] 저소득계층의 청소년들은 낮

은 수준의 소속감과 공공의식을 보인다[4]는 점에서 저

소득층 청소년을 둘러싼 지역사회 환경체계들이 공동

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지역아동센터는 물질적, 사회적, 정서적 자원을 풍족

히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학교가 채워주

지 못하는 돌봄과 배움을 제공하는 주요 공간으로 주목

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서비스 만족도는 학

교적응에 종단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5].

또한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

로 평가할수록 학업적, 정서적 지원의 효과가 증대되어

아동의 학교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

며[6],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한 센

터에 대한 만족도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쳤음이 밝혀

졌다[7]. 이렇듯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에 대한 이용 평가

와 교사와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로 기능하여 학교적응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근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참여

가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고 연습할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8]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의 실천에 대한 논의들은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사회 주

류에서 소외되기 쉬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적

용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질적

방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이용경험이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맺음을 통해 자존감과 소속감을 경험하

며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거나[9],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학습, 문화, 사회등의

활동영역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지

속하여 이용하는 청소년은 서비스 이용에 만족해 하였

다고 기술하였다[10]. 따라서 청소년이 지역아동센터의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서비스 이용평

가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수준이 높

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학교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주요 환경체계이다.

앞서 서술했듯 공동체의식의 발달은 맥락적 환경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청소년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학교

의 영향은 무엇보다 크다. 학교적응과 공동체의식은 밀

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11][12]. 한편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학교가 공동체의식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

한 준비라는 점에서 학교의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

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Ryu BR과 Kim SS[13]의

연구에서 학교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사회적 자본으

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친구 관계, 교

사 관계와 같은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과 수

업태도에 일관성 있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같은 연구에서 학교 수준의 사회적

자본은 학교 학습과 적응에서 나타나는 소득계층 간 격

차를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하는 청소년들

이 인식하는 서비스 이용 경험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교적응이 실제로 어느 정도 관여하

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청소년이

서비스 이용 경험인 센터 교사와의 관계와 서비스 이용

평가들이 공동체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

료되고 이러한 관계에서 학교적응이 매개적 역할을 수

행하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아동센터

를 이용 하는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증진을 위해 지역

아동센 터와 학교체계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공동체 의

식에 서비스 이용경험 즉 센터 교사와의 관계와 서비스

이용평가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학교적응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지를 파악하여 저소득 청소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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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의식 증진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센터 교사와의 관계 및 서

비스이용평가는공동체의식에영향을미치는지확인한

다.

2) 지역아동센터청소년의학교적응은센터 교사와의

관계및서비스이용영향평가와공동체의식의관계를

매개하는 지 확인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경험과공동체의식의관계를살펴보고이관계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중학교 1학년청소년을대상으로하였다. 본연구는보건

복지부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에서 수집한 지역 아

동센터아동패널조사의 2017년 조사자료를사용하였다.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는 2011년에개시된 1기패널

과 2014년에시작한 2기패널로구성되어있는데본연구

에서는 2017년에 수집된 2기 패널의제 4차데이터를사

용하였다.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 2기패널은 600명

을 목표표본으로설정하여전국 16개광역시와도를층

화기준으로하여지역별모집단인구를토대로한제곱

근 비례배분 방식으로 표본을 할당하였다. 조사대상 지

역아동센터는무작위로추출하였고 1년이상지역아동센

터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만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조사표본은 2017년 2기 패널 4차 조사에참여

한 대상으로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중학교 1학년

438명이다.

3. 연구도구

1) 공동체 의식

공동체의식 척도는 Kwon HY[14]의 민주시민의식

조사문항으로 전체 4문항이다. 문항의 내용으로는 친구

돕기, 자원봉사, 빈곤국에 기부금 내기, 지구환경보호 활

동참여 등이다. 4점 척도로 점수가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73이다.

2)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교사 만족도

센터교사만족도는지역아동센터이용청소년들을교

사들이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5문항으

로구성되어있다. 센터교사의청소년에대한고민경청,

친절, 안심 제공뿐아니라자신의생활이나가정사정에

대한인지등을포함하였다. 5점척도로점수가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90이다.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영향평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영향평가는 지역아동 센터에서

의 활동경험이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이 되는 정도를 평

가한 문항 13개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개인차원에서

의 서비스의 영향으로서 자신감, 행동변화, 특기개발, 미

래의 꿈 등에 도움이 되었는 지와 학교성적, 학교생활,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의 주변영역에 대한 도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센터 이용이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96이다.

4)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Moon SM[15], Lee SP[16]의 척도를 참

고하여 Min BS[17]가 제작한 학교생활척도가 사용되었

다. 수업, 규칙, 친구, 선생님의 4가지 측면에서 각각 2문

항씩으로 구성하였다. 학교생활이 각 측면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83이다.

5) 성별, 지역아동센터 소재지

성별과 지역아동센터 소재지는 통제변수로서 성별

(1=남자, 0=여자)과 지역아동센터의 소재지(1=서울 및

수도권, 0=기타지역)를 더미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4. 자료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

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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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Use

Impact

Evaluation

School Adjustment
sense of

communit

y

Satisfaction with

Center Teacher
.65**  .36** .40**

Center Use

Impact Evaluation
.32** .43**

School Adjustment .39**

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

석을, 주요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기 위해 기

술 통계분석을,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분석

을 통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변수간의 상관관

계분석을 실시하고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학교적응

이 지역아동센터 경험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8]가 제

시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 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인의 경향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성별은 남자가 50.7%,

여자가 49.3%로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

자들이 속한 센터의 소재지는 서울 및 수도권이 33.8%,

경상권, 전라 및 제주권이 각각 24.2%, 충청 및 강원권

이 17.8%로 전국적으로 골고루 포함되어 있었다.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공동체의식 수준, 학교적응, 서

비스 이용 경험의 평가의 정도에 있어서 공동체의 식과

학교생활적응은 4점 만점에 각각 평균 3.09점, 3.18점으

로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다. 센터 영향 평가와 교사 만

족도는 5점 만점에 각각 평균 4.01점, 4. 14점으로 긍정

적으로 평가되었다(Table 1).

표 1. 공동체 의식 및 관련 요인

Table 1. Sense of Community Related Variables

Variables Mean(SD)

Sense of Community 3.18(.48)

School Adjustment 4.14(.73)

Service

Use

Experience

Satisfaction with Center

Teacher
4.01(.69)

Center Use Impact

Evaluation
3.53(.35)

2. 센터이용 경험관련변수, 학교적응, 공동체의식간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센터 이용경험 관련 변수(센터 교사만

족 도, 센터 이용영향평가)와 학교적응, 공동체의식 간

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among Variables

** p<.01

센터 교사만족도는 학교적응과 .35(p<.01), 공동체의

식과 .40(p<.01)의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센터 이

용영향평가 또한 학교적응과 .32(p<.01), 공동체의식과

.39(p<.01)의 상관을 나타냈다. 회귀분석에 앞서 본 연구

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다중공선

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회귀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은 분석에 왜곡을

줄 만큼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회귀모

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Durbin-Watson 검증을 실시

한 결과 Durbin-Watson 값이 1.89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상관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VIF값

이 1.02∼2.13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3. 센터이용경험과 공동체의식간의 관계에서 학교적

응 매개효과 검증

아래의 Table 3은 센터 이용경험 관련 변수인 센터

교사만 족도와 센터 이용영향평가와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과 Kenny[18]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회귀모형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는 모델

1의 F값은 16.25(p<.001)이며, 모델 2의 F값은

23.10(p<.001)이며, 모델 3의 F값은 22.67(p<.001)로 회

귀모형이 적합도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센터 교사와

의 만족도와 센터 이용영향평가 모두 매개변인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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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a

g

e

Depen-

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R² F

1

School

Adjust

ment

Gender (1) -.00 -.00

11.31
16.25

***

Center

Place (2)
-.12 -.12

Satisfact-

ion with

Center

Teacher(3)

.17 .28 ** 

Service Use

Impact

Evaluation

(4)

.14 .21*** 

2

Sense of

Commu

nity

(1) -.53 -.53

16.79
23.10

***
(2) -.26 .24

(3) .21 .31***
(4) .14 .20

3

Sense of

Commu

nity

(1) -.05 -.05

19.37
22.67

***
(2) -.23 -.22

(3) .16 .24***
(4) .10 .15

School

Adjustment
.26 .24***

표 3. 센터이용경험과 공동체의식 관계에서 학교적응 매개효과

Table 3. Mediating Effect of School Adjustment on Center Use

Experience and Sense of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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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센터 교사와의 만족도는

β=.28, 센터 이용영향평가는 β=.21). 2단계에서는 독립

변인 센터 교사만족도와 센터 이용영향평가 모두 종속

변인인 공동체의식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센터 교사와

의 만족도는 β =.31, 센터 이용 영향평가는 β=.20).

따라서 Baron과 Kenny[18]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조건 중 첫째 조건과 둘째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에서 센터 교사와의 만족도, 센터

이용영향평가와 학교적응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공동체

의식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매개변인인 학교적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β 

=.24 ), 독립변인인 센터 교사와의 만족도와 센터 이용영

향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그 영향력은 2단계에

서 종속변인인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감소하

였다(센터 교사와의 만족도는 β=.31→.24, 센터 이용 영

향평가는 β=.20→.15). 이는 센터 이용경험 즉 센터 교사

와의 만족도와 센터 이용영향평가와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이 부분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센터 교사와의 만족도와 센터 이용영향 평가가 학

교적응을 매개하여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

해 추가로 위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센터 교사와의 만족도(z=2.64,

p<01), 센터 이용 영향평가(z=2.22, p<.05)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관계에서의 학교적응

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보았으며, 주요 결과들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은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을 나타냈다. 현재의 공동체 의식의

4문항 지표로서 이용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수준을 명료

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결과는 관련 선

행 질적 연구들의 연구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지역아

동센터 청소년들은 지역아동센터 안에서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더불어 사는 방식을 발견하며 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성찰하는 경험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다[19]는 결과들이 본 양적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공동체인식 함

양이라는 측면 에서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센터이용 경험이 공동

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 센터 이용 영

향 평가(β=.31, p<.001)와 센터의 교사와의 관계(β=.20,

p<.01)는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서비스 영향평가와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은 아니지

만 일반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는 것과 유사함

을 보여 주었다[20]. 또한 센터 교사와의 관계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선행연구에서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의 교사와의 관계맺음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받음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유대감

을 형성하게 됨을 강조[9]하고 있어 맥락을 같이 하였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센터 이용경험 즉 서비

스 영향평가 및 교사와의 관계는 학교적응을 매개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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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 부분매개효과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센터 교사와의 관계 및 서비스

영향평가 이외 학교적응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종

속변 인인 공동체의식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센터이용경험 관련변인(센터 교사와

의 관계 및 서비스 이용영향평가)이 공동체의식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센터 교사와의 만족도는 β

=.31(p<.001)에서 β=.24(p<.01)로 감소하였으며, 서비스

영향평가는 β=.20(p<.01)에서 β=.15(p<.05)로 감소하여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적

응 β=.24(p<.001) 변인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

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 및 서비스 만족도가 학교적

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개별 연구들[5][6][7]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동시에 학교적응의 미치는 긍정

적 영향을 밝힌 선행 연구들[12][13]의 결과와 유사한 것

이다. 또한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아동센

터 이용 서비스의 질과 학교생활적응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21]의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구체

적인 실천적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전략[22]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서비

스 이용경험이 미치는 영향과 학교적응의 서비스 이용

경험과 공동체의식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

역아동센터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이차분석을 시행하였

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은 서비스 이용경험 즉 서비스 이

용평가 및 센터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

록 공동체 의식이 높았으며, 동시에 서비스 이용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교생활적응수준이 높았고 이

는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저소득가정 청소

년의 공동체의식 증진을 위한 노력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청소년과 센터 교사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비

스 이용의 질적 수준을 높일 때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생활적응향상을 함

께 고려할 때 성공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아동

센터에서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교사와 청소년간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지속되기 위해서는 방과 후 돌봄 인

력 전반에 대한 교육적, 행정적, 경제적 지원이 병행되

어야 하며, 지역아동센터와 학교가 협력적인 거버넌스

를 구축하여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공

동체적 삶을 실천하는 경험의 장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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