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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우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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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우울이 공동체의식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C지역의 청소년

수련원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371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우울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공동

체의식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

증진에 공동체의식 함양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교육현장에서 정규 커리큘럼을 통해, 그리고

효율적인 봉사활동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갖춘 지역사회복지기관들과 학교 간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통해 공동체의식

을 함양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우울,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hat depression of adolescents have 
on their life satisfaction through mediating variable called sense of community. To collect data,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371 adolescents participating in volunteer activity at Youth Training Center located in C 
provinc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for mediating effect,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sense of community not only directly affect life satisfaction of the adolescents, but also work as a 
significant mediating variable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sense of community was 
found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ways of 
developing effective measures to promote the sense of community of young adolescents in educational field was 
discussed, such as developing various experience-activity programs and providing an institutional strategy which 
support such activity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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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하고

급격한변화를겪으며독립된성인으로서의삶으로나아

가는 과도기이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이 시기를

건전하게 보내고 바람직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매우 중요한 일이다[1] .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청소년도 인간으

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청

소년 헌장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선언

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들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

록보장해주기에는사회적인관심과노력이많이부족한

실정이다[1]. 청소년기에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과 행

복감은성인기의삶에도많은영향을미칠수있다. 본연

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삶에 더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수있게해줄방안을찾는데목적을두고, 청소년

기의 삶의 만족 수준을 높이는 데 우울과 공동체의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의우울은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중에서발병

률이가장높은 것으로보고되고있는데[2, 3], 청소년기

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한다는것이여러연구에서확인되었다[4, 1, 2, 5, 3].

입시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교육환경은 청소년들이 타인

에 대한 배려와 관계 형성보다는 각자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또래청소년이나 주변의 중요인물들과 충분히 상호작용

하면서 연대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을 형성할 기회를 갖기

는쉽지않을수있다. 우리나라청소년들의삶에대한만

족감과행복감이낮은것은공동체의식을함양하기어려

운 생활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많은연구들이공동체의식이청소년이자신의삶에대해

느끼는 만족감과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6, 7, 8, 9, 10].

우울과공동체의식은이와같이청소년이자신의삶에

만족하는정도에각각직접적인영향력을끼친다는것이

확인되었으나, 이 두변수는상호간에도밀접한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오민아와 조혜영

(2016)은 중학생의 우울과 공동체의식의 관계를 종단적

으로분석한연구에서우울이공동체의식에영향을미친

다는것을보여주었다[11]. 사실 우울한청소년은일상생

활에대한흥미와관심이낮아지고활동수준도낮아지게

되므로 주변사람들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나 동질감을

형성하기 어려우며, 소속감을 갖거나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를수용하는마음자세를갖기도어려울수밖에없다

[12]. 우울이 청소년들의 사회적 유대감과 공동체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울과 공동체의식이 청소년기 삶의 만족수준에 각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우울이 공동체의식

을약화시키는효과가있다는결과를놓고볼때, 공동체

의식이 우울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을

생각해볼수있다. 다시말해, 우울은청소년기삶의만족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공동체의식의 발

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결과 삶에 대한 만족

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청소년기삶의만족에미치는영향에서공동체의

식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의 우울과 삶의 만족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인지적 변화로

인한적응문제, 그리고진학및진로와관련된많은도전

과제들로인해압박감과스트레스를경험하고있다. 통계

청에서 2015년도에실시한사회조사를보면, 우리나라청

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학교공부 35.3%, 취업 26.5%,

외모와 건강 16.9% 순이었다. 또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

는 자살이었고,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1.0%이었으

며, 가출이유로는부모나가족과의갈등이가장많이언

급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문제들로인해우울, 불안,

스트레스등정신건강과관련한어려움을호소하는청소

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3].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

제 중에서도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우울

은 청소년기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자살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

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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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우울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안지혜 등(2016)은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

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생의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삶

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고[5], 김아름

(2011)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고등학생의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

었다[1]. 장택용(2015)도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이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3]. 문재우(2012)는 전국 12개 시도의 초

중 고등학생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우울이 삶의 질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고 보고하였다[2] . 또한 한 부모 가

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이 이들

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우울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중요

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

공동체의식이란개인이속해있는공동체또는지역사

회의지역적 지리적특성및구성원들간의관계적(직업,

영성 등) 특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구성원들이 공동체

에 소속감을 느끼고, 구성원 각자가 서로에게 그리고 집

단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느끼며, 개별 구성원의

욕구가 공동체 안에서 충족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13, 14].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각 사회의 구

성원들이처음부터가지고있는것이아니라공동체에서

생활해나가는 과정에서 성장을 통해 학습된다[15].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타인에 대한 배

려와 관계 형성보다는 각자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밤낮

없이전력질주할것을요구받고있다. 이런상황에서청

소년들은 또래친구들이나 주변의 중요인물들과 상호작

용하며 연대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에 대한 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동체의식이 투철한 청소

년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6, 8, 7, 9, 10]. 또한 국외의청소년을대상으로

한연구에서도공동체의식이삶에대한만족감을예측하

는중요한변수임을제시하였고[16, 17, 18], 성인과노인

의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19, 20, 21, 22]. 이상의연구들은삶에대한만

족감과행복감을높은수준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공동

체의식을함양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보여준다.

공동체의식이 높은 청소년들은 삶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학교적응력이 뛰어나고[5], 학교생활에

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24]. 이와 같이

공동체의식은청소년들이삶전반에대해느끼는만족뿐

아니라학교생활만족도촉진하는등청소년기의삶에다

방면으로긍정적인영향력을발휘하는중요한요인인것

으로 밝혀지고 있다.

3. 청소년의 우울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앞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연구들이 우울과 공동체의식

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각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는것을보여주었다. 또한우울이청소년의공동체의식

함양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결과가보고되었다. 이러

한 결과들로 볼 때 공동체의식이 청소년기 우울과 삶의

만족이라는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공동체의식은 우울과 삶의

만족간의관계뿐아니라다양한독립변수와종속변수들

간의관계에서도매개변수의역할을한다는결과들이보

고되는 등, 최근 들어 공동체의식의 긍정적 매개효과를

밝히는연구의비중이점차커지고있다. 예를들어, 공동

체의식은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25]과 사회참여활동

[15]이삶의만족도에미치는영향을매개하며, 청소년의

우울[12]과봉사활동[26]이학교생활적응에미치는영향

에서도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우울수준이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의매개역할을통해삶의만족에간접적으로도영향

을 미치는지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우울과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는것을밝힌연구들은많지만, 공동체의식이청소

년기의 우울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동체의식

이 우울과 청소년기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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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우울

수준이높은우리나라청소년들의삶에대한만족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공동체의식 함양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에 삶에 대해 느끼는 만

족감은 성인기의 삶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점에서청소년들의삶에대한만족도를끌어올려

청소년기의 적응을 돕고 발달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은 청소년기 이후의 삶에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

을 낮추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C지역에 소재한 청소년수련원의 봉

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

집단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청소년수련원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신청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

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유선이나 메일로

미리 파악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은 봉사활

동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배부된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하게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

하였으나 다수 문항에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29부를

제외하고 37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우울과 공동체의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2. 측정도구

1) 삶의 만족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조명한·

차경호(1998)가 수정 보완한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27].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

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으로 나타났다.

2) 우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을 사용하였다[28]. 하위요인은 우울 감

정(7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신체 및 행동둔화(7문

항), 대인관계(2문항)이며, 긍정적 감정 문항은 역채점

되었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으로 나타났다.

3) 공동체의식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 척도는 김혜래(2015)의 연

구에서 사용한 총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29]. 이 척

도는 평소 이타적 도움, 양보 및 나눔을 행하는 정도,

어려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원조하거나 약자를 배려하

거나 타인의 일에 진심어린 축하를 하는 정도를 알아

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분석을 위해 SPSS/WIN 21.0

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AMOS 20.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자료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절대적합지수인 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고, 증분적

합지수는 NFI(Normed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s), TLI(Tucker-Lewis Index)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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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β t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1 .752 .683

11.896

***

Life satisfaction 2 .920 .811
13.853

***

Life satisfaction 3 .968 .804
13.758

***

Life satisfaction 4 .913 .754
13.024

***

Life satisfaction 5 1.00 .696

Sense of

community
Other-oriented .904 .899

9.173

***

World-oriented 1.00 .774

Depression Depressed feelings 1.00 .904

Positive feelings .545 .424
8.106

***

Slowed physical activity .775 .822
17.790

***

Interpersonal relationship .898 .727
15.519

***

표 2.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Table 2. Eigenvalue of Measurement Model

Ⅳ. 연구 결과

1.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과 기술통계

대상자의 삶의 만족과 우울, 공동체의식의 수준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 점수는 평균 3.24점으로 중간 값을 조금 넘

어서는 수준이었다. 공동체의식 점수는 평균 3.60점으

로 중간 값보다 조금 높았으나 우울 점수는 평균 1.72

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우울의 하위요인별 점수의

평균은 긍정적 감정이 2.46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체/

행동둔화 1.75점, 우울감정 1.47점, 대인관계 1.35점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모형

본 연구의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

했다. <표 3>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적합도는

=151.938( =41), p=.000으로 카이제곱 통계량이 유

의하였고, 대안적 절대적합지수인 RMSEA가 0.086으로

나타나, .RMSEA〈.10의 범위에 있어 보통으로 적합하

다고 판단되며, 증분적합지수인 NFI=.920, IFI=.941,

TLI=.920으로 나타나 모두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으므

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

정모형의 오차는 모두 양으로 나타나 오차나 잔차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삶의 만족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분석

1) 구조모형 분석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 구조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보

면<표4, 그림2>, 모형적합도는 =213.927( =73,

p=.000), NFI=.901, IFI=.932, TLI=.901, RMSEA=.072로

나타나 모형이 비교적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각 변수들

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울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만족

점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고(=-.312, p〈.001) 공동

체의식 점수도 더 높았으며(=-242, p〈.001), 공동체

의식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07, p〈.001).

Variables

L i f e

satisfac

tion

(1)

Sense

o f

comm

unity

(2)

Depression

Depre

s s e d

feeling

s

(3)

Positiv

e

feeling

s

(4)

Slowed

physical

activity

(5)

Interp

ersonl

relatio

nship

(6)

(1)

(2)
.405

***

(3) -.296**
-.127

*

(4) -.449*
-.282

**

.318

**

(5) -.333**
-.222

**

.739

**

.464

**

(6) -.157** -.058
.692

**

.245

**

.559

**

M 3.24 3.60 1.47 2.46 1.76 1.35

SD .728 .611 .536 .623 .457 .599

표 1. 변수 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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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SEA NFI IFI TLI

213.927

( =73)
.000 .072 .901 .932 .901

표 4.구조모형의 모형적합지수

Table 4. Model Fitness Statistics for Structural Model

Total

effect
Direct Indirect

Depression→ Sense

of community
-.242** -.242** -

Depress i on→L i f e

satisfaction
-.411** -.312** -.099**

Sense of

commun i ty→L i f e

satisfaction

.407** .407** -

표 5. 효과분해

Table 5.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Path

Model

Indirect effect

path

Standard

i z a t i o n

effect

Standard

error

M o d i f i e d

confidence interval
Mediatin

g effect

Lower Upper

Depression

→Sense of

communi ty

→ L i f e

satisfaction

-.099 .030 -.051 -.177

P a r t i a l

mediatio

n

표 6. 부트스트랩 결과

Table 6. Bootstrapping  RMSEA NFI IFI TLI

151.938

( =41)
.000 .086 .920 .941 .920

표 3. 측정모형의 모형적합지수

Table 3.Model Fitness Statistics for Measurement Model

그림 2. 구조모형

Figure 2. Structural Model

2) 효과분해 및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들의 우울이 공동체의식을 통해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효과와 간

접효과를 분해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간접효과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

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청소년들의 우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체의식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우울감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삶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우울수준이 낮을

수록 자신의 삶에 더 크게 만족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청소년의 우울이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고 하는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1, 2, 3, 4, 5]에서도 일

관성 있게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

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제대로 성장 발달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개인의 우울수준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우울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도 삶

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공동체의

식이 투철할수록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도 선행연구들[6, 7, 9]이 보고하고 있

는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우울은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식의 매개를 통해 간

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

식의 매개효과와 관련한 이 결과는 우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공동체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

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청소년이 우울할

수록 공동체의식이 낮아지고 공동체의식이 낮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지만, 우울수준이 높다 할지

라도 공동체의식을 높여준다면 우울이 삶의 만족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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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일정 부분 차단됨으로써 결과적

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결과로 볼 때, 청소년기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연구자들이 공동체의식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청소년들의 교류활동, 봉사활동, 환경보존활동 등의 다

양한 참여활동과 체험활동을 들고 있다[30, 31, 32]. 또

한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데에는 또래와의 관계가 결정

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30], 또래 친구들과 함께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공동체의

식을 효과적으로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

다[31]. 홍나미(2015)는 봉사활동이 공동체의식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봉사활동을

하는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그 기관의 특성에 대해

미리 안내하고, 단순히 봉사활동 여부, 횟수, 시간 등을

평가하기보다는 봉사활동의 준비, 활동과정, 활동에 대

한 피드백 등을 반영하도록 평가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26].

Arthur(1999)는 청소년기의 공동체의식 함양이 발달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지역사회봉사가 학교 커리큘럼의 일부로 의

무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33] . 본 연구의 결과

가 보여주듯이 공동체의식 고취가 우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청소년들

이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전

반적으로 만족하면서 건전한 성장발달을 이루기 위해

서는 Arthur(1999)가 주장한 대로 교육현장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

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학교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으로 청소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에 학교 커리큘럼의 일부로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함

으로써 공동체의식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은 이 시기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데 매우 효율적인 방법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는 청소년들

이 학업 이외의 다른 활동에 관심을 가질 시간적 정신

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모두가 학업에만 몰두하는

획일화된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그 결과 학교

는 더 이상 청소년기의 올바른 과업 달성을 위한 환경

으로 적합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34]. 이와 같

이 성적과 입시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체험활동의 비율을 지금

보다 높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

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는 심각할 정도로 낮다. 공동

체의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통해 다

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서히 형성되고 습

득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35, 36],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이 수년간의 학교생활을 통

해 공동체의식을 증진하고 그 결과로 삶에 대한 만족도

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잘 갖춘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효과적인 체험활동 운영

및 공동체의식 증진을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복지

기관들이 원활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하는 학교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루어

내야 할 중요한 과업 중 하나는 교육현장에서 정규 커

리큘럼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을 지원함으로써 청소

년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공

동체의식 수준은 여러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도 특

히 성별과 종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

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그리고 종교가 있는 청소

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공동체의식 점수가 더 높

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도

성별[6, 26]과 종교[6, 7]의 영향력에 대해서 본 연구와

동일한 패턴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때 이런 변수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의 우울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보여준 본 연구와 유사하게,

최근 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들이 다양

한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보

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식은 청소년의 자원봉

사활동[25]과 사회참여활동[15]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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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매개변수로 작용하며,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12] 또는 봉사활동[26]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은 노인의 환

경무질서 인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

는 결과도 보고되었다[37]. 공동체의식이 이처럼 다양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결과

는 이 변수가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간의 삶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공동체의식 함양

의 긍정적 효과가 삶의 만족 증진 효과를 넘어 어느 범

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본다면 청소년기에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우울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따라서 우울

의 효과와 관련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즉 바닥효과(floor effect)가 작용했을 가능성

이 있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 간에 우울 점

수에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기는 했으나 우울

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제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

려한 연구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는 청소년수련원 한 곳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결과

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표

본 수의 제약으로 인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절성 평가

를 위한 기준을 다른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일반화

를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봉사활동 등에 참여한 경험 자체가 청소년

의 공동체의식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봉사활동 시간 등을 고려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울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공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식 함양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

족도를 증진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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