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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ausal variables by examining the mutual influences of community 

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We used some data of KCYPS. A longitudinal study of 1952 

adolescents selected as a sample was conducted using the Aautoregressive crossover delay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showed that life satisfaction is consistently affecting 

the later life satisfaction with the passage of time. Second, community consciousness showed that the 

previous community consciousness has a constant influence on the subsequent community 

consciousness as time passes. Third, the effect of previous life satisfaction on community 

consciousness was significant. Therefore, the cross-delay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n community 

awareness was stable with time. In other words, life satisfaction level was a causal variable that 

takes precedence over community consciousness, and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previous 

time, the higher the level of community consciousness in the future. Fourth, the cross-delay effect of 

community consciousness on life satisfaction was not significant because community consciousness at 

previous time had no meaningful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t later time, so consciousness of 

community at previous time affects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provided some implications basing on 

this results. 

▸Keyword: Adolescents, Community Consciousness, Life Satisfacti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Longitudinal Study

Ⅰ. Introduction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2018)에 의하면[1] 자신의 삶이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1.9%로 OECD국가 22개국 가운데 22위로가장 

낮아 청소년들도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 시기인 청소년들은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진다는 연구결과[2]가 있는데 이는 청소년시

기의 발달 특성상 신체적인 급격한 변화와 정서적인 불안정성

이 자아정체성의 시기와 더불어 대학입시를 앞두고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Diener & Fujita(2005)에 의하면[3]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내적인 요인들과 외적인 요인들의 영향으

로 결정되지만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환경적 요인들과의 상호작

용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상호작용하는 요인들

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동체의식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

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연구자들에 

의해 일방적인 회귀경로를 설정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를 밝히고 있다.[4] 이러한 기존연구들의 대부분은 횡단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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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중 어느 변수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지를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즉, 횡단연구로는 공동체

의식이 삶의 만족도의 원인변수로 작용하는지 삶의 만족도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로 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연구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를 동

일한 시간 간격아래【 t-1 】,【 t 】,【 t+1 】시점에서 측정

하여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간 영향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분석을 통해 두 변수 간 

영향관계와 원인변수를 밝히고자 한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의 분석은 SPSS 25.0과 AMOS 25.0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삶의 만족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가?

연구문제2. 공동체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가?

연구문제3.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가?

연구문제4.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동체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가?

Ⅱ. Theoretical Background

1. Community Consciousness

공동체의식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속감, 그 집단에서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 문제해결 활동에 모두 함께 참여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필요가 충족될 거라는 공유된 믿음이며 

멤버쉽, 통합성과 필요의 충족, 공동체와 구성원 간의 상호영향

력,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가 공동체의식을 구성한다[5]. 

또한 공동체의식은 집단 구성원들의 결속을 기반으로 한 소속

감과 유대감을 통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 

신념이다.[6]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동체의식과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생활적응[7], 삶의 만족도[8], 교

우관계[9], 체험활동[10]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CYPS에서 제공한 문항들을 중심으로 공동

체의식이란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통한 공동체의 가치

와 신념으로 정의한다.

2. Life Satisfaction

청소년시기의 삶의 만족도는 성인인 된 후 미래의 삶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지표이기에 매우 중요하다.[11] 1961년 

Neugarten· Havighurst· Tobin[12]이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지표를 개발하면서 일반화된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생활환경의 변화에 의한 삶의 질을 잘 포착하

고 안정적이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선호하였으며[13] 1990년

대 긍정심리학이 대두되면서부터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다.[14]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쾌락주의 관점에서 , 주관적

인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행복감(Happiness), 삶의 질

(Quality of Life) 등의 다양한 용어로 연구되어 왔다[15]. 김신영 

등은 삶의 만족도는 자신이 희망저이고 즐거우며 고민과 스트레

스가 적은 상태로 스스로 느끼는 행복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16].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학교적응[4], 지역사회인식[8], 또래애착[17], 교우관계

[18], 공동체의식[19], 학업성취[20]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CYPS에서 제공한 문항들을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란 전반적으로 ‘삶이 즐겁고 안정되며 행복하다’는 긍정

적인 만족감으로 정의한다.

3. Community Sense & Life Satisfaction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

[19]와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다는 연구결

과[21]가 있어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두 요인 중 어떤 요

인이 원인변수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간

의 흐름에 따른 종단자료를 활용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분석

을 통해 두 변인간의 상호영향관계를 파악하여 원인변수를 밝

히고자 한다.

4.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종단분석은 표본으로 선택된 대상을 

3회 이상 동일한 시간 간격 아래 지속적으로 조사대상으로 하여 

선택된 변수들의 자기회귀와 변수들 간의 교차지연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모형으로 선택된 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

다.[22] 즉, 자기회귀지연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여 인과관계를 파

악함으로써 시간적 우선변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특징은 【 t 】시점의 값이 【 t-1 】시

점의 값에 의해 설명되어 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고 측정오차 통제 후 측정 잠재변수들 간 통계 추정과 측정불변

성의 가정에 대한 통계 평가가 가능하다.[23]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종단분석은 측정 동일성검증, 경로 

동일성검증, 오차공분산 동일성검증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여 최

적의 모형을 채택한다.[23] 즉, 측정 동일성검증은 각 측정변

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한 검증으로 각 시점의 측정값이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동일한 개념측정인지를 검증하

는 것이다. 경로 동일성검증은 자기회귀계수와 교차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한 검증으로 이전시점의 각각의 잠재변수

가 이후시점의 각각의 잠재변수에게 주는 효과가 동일한 측정

인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오차공분산 동일성검증은 오차공분산

에 동일성 제약을 한 검증으로 동일한 시점의 잠재변수들 간 

관련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동일한 측정인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의 두 변수를 선정하고 측정 동일성검증, 경로 동일성검증, 오

차공분산 동일성검증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여 최적의 모형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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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후 【 t-1 】시점의 잠재변수인 공동체의식이 【 t 】시점

의 잠재변수인 삶의 만족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 t-1 

】시점의 잠재변수인 삶의 만족도가 【 t 】시점의 잠재변수인 

공동체의식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 t 】시점의 잠재변수

인 공동체의식이 【 t+1 】시점의 잠재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 t 】시점의 잠재변수인 삶의 만족

도가 【 t+1 】시점의 잠재변수인 공동체의식에게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분석을 통

해 검증하고자 한다.

Ⅲ. Study Design

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시간의 흐

름에 따른 종단적 변화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

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종단연구를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 Figure1과 같다.

Fig. 1.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1

2. Measuring the Variables

2.1. Community Consciousness

공동체의식은 권혜원(2004)[24]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KCYPS자료(2016) 중1패널의 

4차년, 5차년, 6차년 데이터[25]의 공동체의식 문항에 대한 응

답 4문항 중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

으로 도울 수 있다’는 항목은 요인분석에서 .5이하로 나타나 이

를 제외한 3문항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응답은 4점 척도

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처리하여 점수

가 높으면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2.2. Life Satisfaction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김신영 외(2006)이 연구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KCYPS자료

(2016) 중1패널의 4차년, 5차년, 6차년 데이터의 삶의 만족도 

3문항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응답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Ⅳ. Empirical Analysis

1. Data Collection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KCYPS(한국아동·

청소년 패널조사) 중1자료 2013년 4차년도(이후 1차 시점 고

1), 2014년 5차년도(이후 2차 시점 고2), 2015년 6차년도(이

후 3차 시점 고3)의 3개년 패널 데이터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자료는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으로 2010년에서 2016년

까지 초1, 초4, 중1의 중다패널 대상으로 7년간 수집된 자료로 

대표성이 확보되어 종단연구를 하기에 유용하여 선택하였다. 

완전제거(List Deletion)방법으로 결측치를 제외하고 두 변수와 

관련된 질문에 모두 응답한 195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Technical Statistics

각 시점의 측정변수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모두 왜도 절대값 2미만, 첨도 절대값 4미만(Hong, Malik, & 

Lee, 2003)[26]으로 정규분포조건을 만족하여 왜도와 첨도의 

정규성이 확인되었다.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모두 고2시기

에 평균이 낮아졌으나 고3시기에는 다시 높아졌다. 

각 시점별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 Table1과 같다.

　N=1952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Community Sense 1 2.9823 .50669 .019 .642

Community Sense 2 2.9648 .49924 .030 .595

Community Sense 3 2.9819 .50245 .013 .793

Life Satisfaction 1 2.8262 .60848 .050 .191

Life Satisfaction 2 2.7953 .58419 .084 .185

Life Satisfaction 3 2.8750 .61529 -.003 .067

Table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3. Correlation among Factors

각 시점별 변수들의 상관행렬분석 결과는 다음 Table2와 같

다.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계수는 .104 에서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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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로 분포되어 있으며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

n=1952 C1 C2 C3 L1 L2

C1 1 　 　 　 　

C2 .452** 1

C3 .419** .492** 1

L1 .171** .122** .150** 1

L2 .130** .201** .149** .528** 1

L3 .104** .140** .214** .466** .528**

1) ** P<.01

2)  C=Community Sense, L=Life Satisfaction

     1=First time, 2=Second time, 3=Third time

Table 2. Correlation matrix analysis of Variables

4. The Analysis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측정 동일성검증, 경로 동일성검증, 오차 공분산 동일성검증

을 위해 9개의 경쟁모형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모형3과 모형4는 측정동일성 검증, 모형5부터 모형8은 자기

회귀계수와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검증, 모형9는 오

차공분산 동일성 검증모형이다. 9개의 경쟁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 2.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2

모형1: 아무런 제약이 없는 기저모형

모형2: 모형1에 오차공분산(d1~d2, d3~d4) 추가한 모형

모형3: 모형2에 잠재변수 삶의 만족도의 측정변수에 대한 각 

시점별 동일성제약(a1, a2) 추가모형

모형4: 모형3에 잠재변수 공동체의식의 측정변수에 대한 각 

시점별 동일성제약(b1, b2) 추가모형

모형5: 모형4에 잠재변수 삶의 만족도의 자기회귀계수에 대

한 동일성제약(A) 추가모형

모형6: 모형5에 잠재변수 공동체의식의 자기회귀계수에 대

한 동일성제약(B) 추가모형

모형7: 모형6에 공동체의식(잠재변수)에 대한 삶의 만족도(잠재

변수)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제약(C) 추가모형

모형8: 모형7에 삶의 만족도(잠재변수)에 대한 공동체의식(잠재

변수)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제약(D) 추가모형

모형9: 모형8에 공동체의식(잠재변수)과 삶의 만족도(잠재변

수)의 오차 공분산 간 동일성제약(E) 추가모형 

위의 모형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증과 적합도 검증

이 있으나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무척 엄격하

여 가설이 쉽게 기각된다는 한계점을 가지므로[27] 적합도 검증

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며 최종 모형을 

선택하였다. TLI 지수의 적합도는 .90이상 좋은 적합도[28], CFI 

지수의 적합도는 .90이상(좋은 적합도)[29], RMSEA 지수의 적

합도는 .05이하 (좋은 수준), .08이하(괜찮은 수준), .10이하 (보

통 수준)일 때[30] 모델을 수용할 수 있다.

9개 모형의 적합도 비교는 다음 Table 3과 같다.

n= 1952    (p) df TLI CFI RMSEA

model1 1409.049 (.000) 124 .888 .907 .072

model2 1346.910 (.000) 124 .891 .912 .071

model3 1352.314 (.000) 128 .894 .912 .070

model4 1367.155 (.000) 132 .897 .911 .069

model5 1376.336 (.000) 133 .897 .910 .069

model6 1382.154 (.000) 134 .897 .910 .069

model7 1382.283 (.000) 136  .898 .910 .069

model8 1382.283 (.000) 136  .899 .910 .069

model9 1383.298 (.000) 137  .900 .910 .068

Table 3. Results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nalysis

모형1와 모형2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ΔTLI=.003, Δ

CFI=.005, ΔRMSEA=-.001로 모형1과 모형2를 비교했을 때 

모형2의 적합도 TLI와 CFI 지수가 좋게 나타나 오차공분산을 

추가한 모형2를 기본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모형2와 모형3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ΔTLI=.003, Δ

CFI=.000, ΔRMSEA=-.001로 나타나 모형2에 비해 모형3의 

적합도 지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삶의 만족도의 측정

동일성이 성립한다.

모형3와 모형4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ΔTLI=.003, Δ

CFI=-.001  ΔRMSSEA=-.001로 나타나 모형3에 비해 모형4

의 적합도 지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공동체의식의 

측정동일성이 성립한다.

모형4와 모형5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ΔTLI=.000, Δ

CFI=-.001, ΔRMSEA=.000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성립한 

모형4에 비해 모형5의 적합도 지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

로 잠재변수 삶의 만족도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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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5와 모형6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ΔTLI=.000, Δ

CFI=.000, ΔRMSEA=.000으로 나타나 모형5에 비해 모형6의 

적합도 지수가 변함이 없으므로 잠재변수 공동체의식의 자기회

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은 성립한다.

모형6와 모형7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ΔTLI=.001, Δ

CFI=.000, ΔRMSEA=.000으로 나타나 모형6에 비해 모형7의 

적합도 지수가 좋아졌으므로 공동체의식(잠재변수)에 대한 삶

의 만족도(잠재변수)의 교차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은 성립한

다.

모형7와 모형8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ΔTLI=.001, Δ

CFI=.000, ΔRMSEA=.000으로 나타나 모형6에 비해 모형7의 

적합도 지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삶의 만족도(잠재변

수)에 대한 공동체의식(잠재변수)의 교차회귀계수의 경로동일

성은 성립한다.

모형8와 모형9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ΔTLI=.001, Δ

CFI=.000, ΔRMSEA=-.001으로 나타나 모형8에 비해 모형9의 

적합도 지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공동체의식(잠재변

수)과 삶의 만족도(잠재변수)의 오차 공분산 간 동일성은 성립

한다.

따라서 측정동일성, 자기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 교차회귀계

수의 경로동일성, 오차 공분산 간 동일성 검증을 거친 모형9를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으로 선택된 모형9의 각 경로는 다음 Figure 3과 

같다. Table4와 Figure 4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공동체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삶의 만족

도가 공동체의식보다 시간적으로 우선하는 원인변수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모형의 분석과 모수추정은 본 연구의 표본수가 많

아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을 적용하였

다.

최종 연구모형 9의 모수추정치의 결과는 Table4에 제시하

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만족도의 자기회귀효과는【 t-1】시점의 1차 삶

의 만족도가 【t】시점의 2차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B=.647, P<.001, β=.667),【t】시점의 2차 삶의 만족도가 【 

t+1】시점의 3차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B=.647, P<.001, 

β=.626) 모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전 시

점의 삶의 만족도가 이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삶의 만족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안

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공동체의식의 자기회귀효과는【 t-1】시점의 1차 공

동체의식이 【t】시점의 2차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B=.656, P<.001, β=.649), 【t】시점의 2차 공동체의식이 【 

t+1】시점의 3차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B=.656, P<.001, 

β=.667) 모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전 시

점의 공동체의식은 이후 시점의 공동체의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동체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Fig. 3.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9

B (SE) β

Life Satisfaction1

⟶Life Satisfaction2
.647***  (.016) .667

Community Sense1

⟶Life Satisfaction2
.023     (.016) .023

Life Satisfaction1

⟶Community Sense2 
.038*    (.017) .038

Community Sense1

⟶Community Sense2
.656***  (.019) .649

Life Satisfaction2

⟶Life Satisfaction3
.647***  (.016) .626

Community Sense 2

⟶Community Sense3
.656***  (.019) .667

Life Satisfaction2

⟶Community Sense3
.038*    (.017) .037

Community Sense2

⟶Life Satisfaction3
.023     (.016) .023

    1) *** P<.001 

Table 4. Parameter Estimation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셋째, 삶의 만족도에서 공동체의식으로의 교차지연효과는 【 

t-1】시점의 1차 삶의 만족도가 【t】시점의 2차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B=.038, P<.05, β=.038),【t】시점의 2차 삶의 만

족도가【 t +1】시점의 3차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B=.038, P<.05, β=.037) 모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어  이전 시점의 삶의 만족도는 이후 시점의 공동체의

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동체의

식에 대한 삶의 만족도의 교차지연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공동체의식에서 삶의 만족도로의 교차지연효과는【 

t-1】시점의 1차 공동체의식이【t】시점의 2차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B=.023, P<.05, β=.023),【t】시점의 2차 공동체

의식이【 t +1】시점의 3차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B=.023, P<.05, β=.023) 모두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아 이전 

시점의 공동체의식은 이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

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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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aths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1) (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2) *** P<.001

Ⅴ. Conclusion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은 연구자가 동일한 시점의 자료로 인과관계 경로를 설정하고 

분석하여 원인변수와 시점별 정확한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가 

없다는 한계점을 가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단자료로 자기회

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종단분석을 실시하고 공동체의식

과 삶의 만족도 중 어느 변수가 원인변수인지를 밝히고자 하였

다. 연구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KCYPS(한국아동·청

소년패널조사)자료의 중1패널 중 4차~6차 자료의 공동체의식

과 삶이 만족도의 문항에 모두 응답한 남994명(50.9%),여 958

명(49.1%)으로 총 1952명이었다. 연구분석은 기초통계를 위한 

SPSS 23.0과 자기회귀교차지연효과분석을 위한 AMOS 23.0

을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종단분석을 위한 측정 동일성검증, 

경로 동일성검증, 오차공분산 동일성검증을 순차적으로 검증하

여 최적의 모형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한 과정으로 공동체의식

과 삶의 만족도의 측정시점에 따른 동일성 검증,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검증, 공동체

의식에 대한 삶의 만족도의 교차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검증,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교차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

검증, 오차공분산에 대한 동일성검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1은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만족도가 어떠한 변

화를 보이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삶의 만족도는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이전의 삶의 만족도가 이후의 삶의 만족도에 지속

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차시

점 고1에서 2차시점 고2로의 표준화 안정화계수(β=.667)보다 2

차시점 고2에서 3차시점 고3으로의 표준화 안정화계수(β=.626)

가 낮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삶의 만족도가 이후의 삶의 만족도에 지속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31]와 일치한다.

둘째, 연구문제2는 공동체의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공동체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전의 공동체의식이 이후의 공동체의식에 

지속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차시

점 고1에서 2차시점 고2로의 표준화 안정화계수(β=.649)보다 

2차시점 고2에서 3차시점 고3으로의 표준화 안정화계수(β

=.667)가 높아져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의식이 높아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전의 공동체의식이 이후의 공동

체의식에 지속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

[32]와 일치한다.

셋째, 연구문제3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공동

체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

과 이전 시점의 삶의 만족도가 이후 시점의 공동체의식에 미치

는 영향 모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간의 경과

에 따른 공동체의식에 대한 삶의 만족도의 교차지연효과는 유

의미하게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삶의 만족도가 공동체의

식보다 시간적으로 우선하는 원인변수로 이전 시점의 삶의 만

족도가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공동체의식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

한 방안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삶의 만족도가 공동체의

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3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넷째, 연구문제4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동체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

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교차지연효과는 이전 시

점의 공동체의식이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 시점의 공동체의식은 이후 시

점의 삶의 만족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공동

체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8][19]

과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는 한 방향의 영향력만을 살핀 기존의 종단연구에서 

벗어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양 방향의 영향력을 

살피고 원인변수를 파악하고 변수들 간 관계를 시점별로 확인

하며 고등학교 전반에 걸친 두 변수들 간 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점에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기는 청

소년에게 있어 개인 내면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

기임을 감안할 때 이전 시점의 【t-1】변수가 다음 시점의 변

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로설정에서 벗어나【t+1】시점의 변

수에게도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종단연

구는 청소년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초·중학

교 시기의 분석 자료를 추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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