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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trac t

A  ru ra l co m m u n ity h as d istin ct re g io n al ch aracteristics. It p re serves th e  trad itio n ality  re latively an d  its resid en ts live

lo n g  in  th e co m m u n ity. Th ere fo re , a  ru ral co m m u n ity fo rm s th e sen se o f co m m u n ity w h ich  d iffers fro m  th at o f

th e city an d  th e p articip ation  factors affectin g th e sen se of com m u n ity also  m ay ap p ear differen tly. Th is stu dy aim s

to  e xam in e  th e ch aracteristics o f co m m u n ity p artic ip atio n  acco rd in g  to  typ e s o f sen se o f co m m u n ity b y u sin g  a  

segm en tation  ap p roach . Th ro ug h  a se lf-adm in istered  survey, d ata w as collected  fro m  130 rural co m m un ity resid en ts

in  Pyeo n g taek . A s fo r th e  sen se o f co m m u n ity o f ru ra l co m m u n ity resid en ts, tw o  seg m en ts w h ich  are  h ig h  leve l

o f sen se o f co m m u n ity an d  lo w  le vel o f sen se o f co m m u n ity w ere  d ed u ce d . A cco rd in g  to  th e typ es o f sen se o f 

co m m u n ity, th e  d iffe ren ce o f e ach  seg m en tatio n  w as an alyzed  :So cio -d em o g rap h ic ch aracte ristics an d  co m m u n ity 

p articip ation  activities. Th e fin d in g s sig n ifican tly w ill b e used to  m ake th e w ay to  b uild  up  th e sen se o f com m un ity

in  ru ra l.

Ke y w o rd s: sense of com m unity, rural com m unity participation

1. 서론

공동체의식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생활공동체를 의미하는 동

시에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상호작용과 집합의식, 공동 연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Hillery(1955)는 공동체의식의 개념을 지리적 

영역(geographic area), 공동연대(common tie), 사회적 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 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문화⋅

심리적 단위로서의 공동체를 강조하였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목

표, 가치, 신념의 공유를 통한 우리’라고 느끼고 연대함으로써 갖

게 되는 공통된 이해관계와 문화적 일체감을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Hughey & Speer, 2002; Manzo & Perkins, 2006; McMilan & 

Chavis, 1986). 김경준(1998)도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로 연대감, 

공동의 결속 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유지, 향상시키

는 중요 요인으로 보았다. 이는 지역사회를 단순한 주거공간의 

차원에서 삶의 의미를 주는 주거 장소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

다(강철희⋅홍현미라, 2002 재인용).

Germain(1991)은 공동체의식이 지역 내에서 외부환경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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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하위체계들 간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함양되고 공동체의 

능력, 자발성, 관계성, 긍지 등이 생성된다고 보았다. 즉, 동질적인 

지역공동체가 유사성과 친밀, 호혜성 등을 근거로 연대감이 강한 

일체감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지역주

민들의 이동이 빈번해지므로 동질적이었던 지역이 이질적으로 

쉽게 바뀌게 되고 지역성을 근거로 한 공동체 의식이 점점 희박

해져 가는 것이 현실이다. 농촌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도

시로 이주하고 아주 다른 생활양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대거 유입

되면서 기존의 규범, 서비스, 가치 등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 

이주한 유입된 사람들과 토박이인 사람들 간에 새로운 공동체의

식을 형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도 공유된 가치와 규범에 기초한 

공동체적 관계의 쇠퇴나 해체를 경험하면서 지역사회 ‘삶의 질 

’저하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

었다(채혜원⋅홍형욱, 2002).

전통적 농촌지역은 노동협동의 두레와 관혼상제에 대한 상부

상조로서의 계와 같은 공동체적 전통이 있어왔고(강대기, 2001), 

대면적 인간관계가 가능했으며 비공식적 규범에 의한 동질성이 

형성될 수 있어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공유된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박경구, 1994). 그러나 세계화, 도시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의 현상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하게 되어 동질적이었던 지

역이 빠르게 이질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농촌지역에 도시를 기반

으로 하는 생활인과 농업인이 함께 거주하게 됨으로써 영농활동

이 약화되고 농촌지역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으며 기존 주민과 

신규 주민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는(조영재 등, 2010) 등 지역성을 근거로 한 공동체 의식은 희박

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 농촌지역이 가

지고 있는 동질적인 공동체의식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따라서 농

촌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의 유

지 및 존속을 위한 공동체의식의 함양 및 증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에

서도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역사회 삶의 질이 저하되고 

미래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채혜원⋅홍형

욱, 2002). 

또한 공동체의식은 사회체계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될 수도 있

다(이인정 외, 1995). 정부가 경제성장 정책을 도시중심으로 시행

함에 따라 농촌은 빈곤과 교육⋅문화접촉 기회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할 수 없게 되고 농촌지역의 공동체의식이 해체되

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투입으로 농가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

촌문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농촌특성을 반영한 공공부조정책

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김인, 2000)을 펼치는 등의 노력들이 있었

으나 한계를 가진다(김주숙, 1992). 이로 인해 농촌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성을 나타

내는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개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고(김성균, 2002)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 만족도, 자존감, 참여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연구는 첫째, 공동체의식을 측

정하는 연구(김경준, 1998; 양덕순⋅강영순, 2008; 이라영, 2009; 

이영하, 2005; 예상권, 2011; 정우진, 2008) 둘째, 공동체의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김경준, 1998, 성희자⋅전보경, 2006; 신영선, 2012; 

이인혁, 2002; 이형하, 2005; 전정미⋅박태영, 2014) 셋째, 지역공

동체 시설에 관한 연구(김대욱, 2005; 김민수, 2005; 노이경⋅황연

숙, 2005; 박경옥, 2004; 신영선, 2012)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들은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개발학과 도시⋅건축공학 등의 분

야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고(김경준, 1998) 최근에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단지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 의식에 대한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신영선, 2012). 또한 농촌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연구가 공동

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참여유형을 살펴보는 연

구가 대부분이고 참여유형도 봉사활동과 관련된 연구가 많다. 따

라서 농촌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의 유

지, 존속을 위한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증진을 위한 참여유형에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전통

성을 보존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등의 지역

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시와는 다른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공동

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요인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배은

석⋅박해긍, 2013). 이러한 농촌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과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는 궁극적

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Chavis & Wandersman, 1990; 김경준, 1998; 신영선, 2012).

본 연구는 지역사회 참여요인을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즉 지역사회태도, 지역사회인지, 지역사회문제, 주민의

식 등의 하나로 접근한 연구들과 달리 농촌지역의 주민의 참여를 

위한 공동체의식 유형별 참여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농촌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 

인지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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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농촌지역 공동

체 의식을 함양하는 방안과 이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

일반적으로 공동체(Community)는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지리적 또는 특정집단에 대해 공동의 목적을 가지

고 그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는 정신적 공동체를 말한다(채혜원⋅

홍형욱, 2002). 강가영⋅장유미(2013)는 공동체를 각 개인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다양한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정의하면서 어느 특정 장소나 집단을 이르기도 하고, 각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가치, 의미, 정서 등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고 하였다. 최재원(1993)은 공동체를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개념

으로 보고 지역사회의 필수조건으로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설명

하였다. 즉, 지역사회의 사회적 상호작용, 지리적 근접성, 공동유

대감 중 중요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명명될 수 있으

며, 공동유대감이라는 심리적 특성을 중요하게 여길 때 지역공동

체라는 용어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의식에 대한 개념도 학자마다 모두 다르지만 대체적으

로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식과 사회적 결속, 관

련된 집단의식을 말한다. 여기서의 집단의식, 공통의식은 동일한 

지역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평균적인 주민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신념, 감정을 통해 형성되는 하나의 확고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김경준, 1998). 이는 공동체가 유대감이나 공동의식을 모

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공동체와 공동체의식을 같은 개념으로 사

용하고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지역사회 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

로 사용한다.

강용배(2004)는 고전적 지역사회 공동체의 정의를 ‘지리적으

로 한정된 곳에서 살면서 구성원들 상호간에 거주하는 곳에 대한 

사회적이고 심리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즉 일정 

영역 안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주민집단들

의 단위를 지역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의식 개념 속

에는 도시, 농촌과 같은 장소와 관련된 지리적, 지역적 공동체 개

념을 포함하고 있는 동시에 인간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관계적 개

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Mcmilan & Chavis, 1986). 이러한 지

역사회공동체의 전형적인 유형이 농촌지역사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성희자⋅전보경, 2006). 공동체의식의 일반적인 특성인 동질

성, 공동의 목표, 상호의존성, 대면적 관계 등이 농촌과 많은 관계

를 가지고 있고(오승환, 2009; Glynn, 1981), 전통적인 농촌의 공동

체는 다소 목표지향적 이어서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지 못한 특성

이 있지만 현대적 의미에서의 공동체의식은 가치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활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성희자⋅전

보경, 2006).

공동체의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Mcmilan과 Chavis 

(1986)는 공동체의식의 개념에 도시와 농촌과 같은 지역적, 지리

적 특징(geographic)과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관계적

(relational)’측면을 포함하여 4차원 모델을 제시하였다. 공동체의식

의 하위요소로는 정서적 친밀감/유대감(shared emotional connection), 

소속감(membership), 상호영향력(influence), 욕구의 통합과 충족

(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이다. 이들은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많

을수록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상호작용이 좋은 

쪽으로 작용할 때 유대감, 결속감이 더욱더 강해지고 이를 통해 

조직도 발전하게 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

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던 김경준(1998)은 Mcmilan과 Chavis 

연구를 바탕으로 연대감(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한다는 연대

의식), 충족감(지역사회 소속감에서 오는 충만한 느낌), 정서적 

친밀감(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친밀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 소

속감 및 상호영향의식(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의 상호간 중요한 의

미를 가지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식, 일체감)이라고 정

의내렸다. 공동체의식의 개념은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에만 적

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며, 지역공동체는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경계 안에서 형성되는 특성이 있다. 

이춘옥(2001)도 공동체는 ‘면대면 접촉이 가능한 정도’의 지역적 

한계를 설정하여 대면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공동체의식을 현대의 공동체의식 해체현상과 관련지어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기도 한다(김경준, 1998). 이들은 지속

적인 산업화, 고립 그리고 상호 의존적 관계의 약화 등 많은 결핍 

현상과 더불어 공동체의식이 쇠퇴되고 있다고 보고(Glynn, 1981), 

공동체의식의 해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상대되는 

개념으로 공동성, 소속감, 동일화 감정에 대한 열망 등과 관련된 

개념으로 공동체 보다 폭넓게 보기도 한다(Brownel, 1950; Cowan, 

1975; Minar & Greer, 1969). 공동체의식을 하나의 공동체 내의 

구성원간의 집합의식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현

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회관

계를 회복시키려는 의도에서 나타난 것이라 볼 때, 공동체 식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집합의식임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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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대상
분석모형

연구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은지용(2002) 청소년 봉사활동, 봉사활동 반성
공동체의식/시민성/참여의

식/자율성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반성 경험을 
많이 할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아짐

박가나(2009) 중,고등학생
청소년참여활동

(참여수준/형태/과정/참여 양)

공동체의식(구성원의식/상호
영향의식/욕구의 통합과 

충족/정서적 연계)

중⋅고등학생들이 사회참여를 
많이 하고 참여기간이 길어지면 

공동체의식이 높아짐

양덕순⋅

강영순(2008)
제주시 
지역주민

공동체의식
(충족감/친밀감/연대감/소속감)

주민참여(주민참여의향/참여
정도/참여 관심도)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향이 높음

조원섭⋅

최상수(2011)
천안시 
지역주민

지역사회애착도
(정체성/의존성/사회적 친분)

지역축제참여(축제참여관심
도/정도/의도)

지역 정체성과 의존성이 
지역축제와 같은 이슈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높임

박종관(2012)
천안시 
지역주민

공동체의식
(충족감/연대감/소속감/친밀감)

주민참여(주민참여의향/참여
정도)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 정도를 
결정짓는 요인

한은영⋅

김미강(2013)
중학교 1학년

사회참여활동
(봉사활동/문화활동/과학활동/건강활동)

공동체의식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아짐

최문형(2013)
서울시
지역주민

공동체의식(구성원의식/상호영향의식/필요의 
통합과 충족/공유된 감정적 연계)

주민참여(정보제공형/주민주
도적/협력적 참여)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 간에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

배은석⋅

박해긍(2016)

도시/
농촌 

지역주민

공동체의식
(귀속성/애착성/교류성)

지역사회참여의향
공동체식과 지역사회 참여의향이 
농촌지역이 높았고 참여의향을 
결정짓는 요인도 차이를 보임

Hockman
(2008)

대학생
성적/스포츠크럽참여/캠퍼스생활/

전공만족도
공동체의식

각종 모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미침

Holliday
(2008)

지역주민

독립변수 매개변수

참여몰입
공동체의식이 구성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요인공동체의식/리더십
사회적자원/만족도/
임파워먼트/참여이익

Zhao et al.(2012) 지역주민
독립변수 매개변수

지식획득의도/
지식공유의도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활동의향이 강화됨친근성/신뢰/지각된유사성 소속감

<표 1>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활동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시에,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의식이

라 할 수 있다(임광명, 2015).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를 공동의 

유대감을 가진,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정의하

였으며, 공동체의식이란 지역사회 안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

감, 집합의식이며 공동체를 발전시키려는 의식으로 보고자 한다.

2.2.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활동 참여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도

시지역의 공동주택단지나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이들의 

특성이 반영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신영선, 2012). 농촌지

역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어서 공동체의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가 어렵고 특히 지역사회참여와 공동체의

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양덕순⋅강영순(2008)은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영향

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인들

이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관(2012)의 연구도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의 관계를 살펴보

는 것이었는데 연구결과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의 정도를 결정

하는 요인임을 밝혀냈다. Aref(2011)는 지역개발활동 참여와 공

동체의식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공동체의식이 

관광개발과 같은 지역사회의 이슈에 참여하는 동기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는 참여가 선행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는 연구결과를 나타낸 연구도 있다. 

Holliday(2008)는 공동체의식과 참여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

를 진행하였는데 연구결과 공동체의식이 구성원들의 참여를 증

진시키는 요인임을 나타내었다. Zhao et al.(2012)은 공동체의식

의 구성요인인 소속감이 가상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다른 구성원

들과 지식을 나누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활동 의향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조원섭(2011)은 공동체의식과 관련이 

많은 지역사회 애착도의 개념을 사용하여 지역축제 참여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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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지역사회 애착도는 공동체의식의 구성요

인인 정체성, 의존성, 사회적 친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결과 

지역애착도의 구성요소인 정체성과 의존성이 지역축제와 같은 

지역 이슈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요인으로 지역사회활동 참여, 지역사회 봉사

활동(김미숙, 2005; 김형용, 1999; 우룡, 1994; Sagy, Stern & Krakover, 

1996; Glynn, 1981)등이 공동체의식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연구되었

다. 지역사회참여의 하위요인으로 자원봉사활동과 공동체의식과

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박가나(2009)의 연구가 있는데 중⋅고

등학생들이 사회참여를 많이 할수록,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공

동체 의식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한은영⋅김미강(2013)의 연구

에서도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만족정도에 따라 공동체의식의 수

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자⋅이강형(2013)은 우리나

라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 같은 사회참여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만으로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지 않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

동에 참여하는 등의 구체적 참여요인이 있을 때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배은석⋅박해긍(2016)은 공동체의식이 지역

사회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도시와 농촌으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도시와 농촌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은 농촌거주 지역주민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참

여의향 또한 농촌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자하는 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의 흐름

이 청소년, 지역사회자체를 개별단위로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

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특성으로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

와의 관계가 다른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의식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이며 이러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지역사회 활동

의 참여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설문조사는 2017년 9월 중순부터 10월 말 까지 평택농업기술

센터에서 농업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농촌지역 주

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원이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

를 설명한 뒤 설문지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기기입식 설문

방법을 사용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134부 중 응답이 불충분한 4

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3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2. 측정도구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Mcmilan과 Chavis(1986), Chipuer

과 Pretty(1999)의 공동체의식 측정도구를 기본으로 개발한 김경

준(1998)의 공동체의식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일부 

항목을 수정, 조정하였다. 교육학과와 지역사회개발 전문가 4인의 

검토를 거쳐 평택지역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미가 모호한 문항을 보

완⋅수정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7개의 항목으로 측

정하였다.

3.3. 분석방법

공동체 의식의 유형화 연구는 다변량 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을 집단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며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Dolnicar, 2002). 공동체 의식의 차원을 도출하기 위

하여 SPSS 20.0을 사용하여 측정된 변수들을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주성분 분석법)과 varimax rotation method(베리맥스 회

전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슷한 공동체 의식 수준을 가진 집단을 만들기 위해 요인분

석을 통해 도출하고 이후에 각 공동체 의식수준 차원의 요인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시 요인 수

와 변수의 선택은 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2006)

이 제시한 요인고유치 1 이상, 요인부하량 0.5 이상, 원 변량의 60% 

이상을 설명하는 것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군집분석은 2단계 방

식으로 Hair et al.(2006)이 제시한 방식을 적용하였는데 계층적 

군집분석을 한 이후에 비계층적 군집분석법 중의 하나인 K-means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초기값은 계층적 군집분석에서 도출

된 군집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비계층적 계층적 군집분석의 군집

과정에서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타 군집과 집단으로 묶이지 않

는 2개 사례가 있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30개의 사례수가 분석

되었다. 그리고 변수 간 선형성도 피어슨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에서 어느정도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어 통계기법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군집분석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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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n= 
130)

남성
50

(39.8)

가정의
한 달 평균 

소득
(n= 128)

100만원 미만 4(3.1)

여성
80

(60.2)
100-150만원

11
(8.6)

연령
(n= 
130)

50대 미만
23

(18.9)

150-200만원
10

(7.8)
50대

53
(40.2)

60대
46

(34.8)

70대
8

(6.1)

200-250만원
15

(11.8)

250-300만원
24

(18.7)

300만 원 이상
63

(49.2)

학력
(n= 
130)

초등학교
4

(3.0)

현재 거주 
하는 지역의 

특성
(n= 130)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곳이다

26
(19.8)

부모님 때부터 
살고 있는 곳이다

19
(14.6)

내가 자란 곳이다
11

(8.3)
중학교

9
(6.7)

고등학교
53

(39.6)
이사 온지 오래된 

곳이다
52

(40.5)

대학교 이상
64

(48.5)

최근에 이사 온 
곳이다

22
(16.8)

현재 
거주

지역의 
거주
기간
(n= 
130)

10년 이하
38

(30.3)

11-20년
19

(14.4)

21-30년
22

(16.7)

31-40년
24

(18.1)

41년 이상
27

(20.5)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30)

을 확인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교차분석을 통해 농

촌지역 참여 동기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4. 분석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여성이 

80명(60.2%)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50대가 53명(40.2%), 60대가 

46명(34.8%)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 소득은 200-250만원 미만이 

15명(11.8%), 250-300만원 미만이 24명(18.7%), 300만 원 이상이 

63명(49.2%)로 나타났다.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53명

(39.6%), 대학교 이상이 65명(48.5%)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역

의 거주기간에 대한 설문에는 10년 이하가 40명(30.3%), 11-20년

이 19명(14.4%), 21-30년이 22명(16.7%), 31-40년이 24명(18.1%), 

41년 이상이 27명(20.5%)로 나타났으며,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특

성에 대한 질문에는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곳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6명(19.8%), ‘부모님 때부터 살고 있는 곳이다’라고 응답

한 사람은 19명(14.6%), ‘내가 자란 곳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1

명(8.3%), ‘이사 온지 오래된 곳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3명

(40.5%), ‘최근에 이사 온 곳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2명(16.8%)

으로 나타났다.

4.2. 공동체의식 요인 분석

지역주민 공동체의식 차원을 규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나

는 지역사회에서 좀처럼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은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단결하면 어떤 문제

도 잘 해결될 것이다’는 요인적재치가 다른 요인과 겹쳐 나타나서 

제거하였다.

요인분석이 적절한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Bartlett의 구형검사

를 실시하였고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 검사도 실시하

였다.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 검사는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도구로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지수이다. 일반적으로 이 지수값이 0.7 이상

이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0.906

으로 높게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15개의 공동체의식 속성으로 3개 요인이 만들어

졌다. 3개 요인은 총 분산의 60.297%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

의 부하량은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동체의식 속성의 

Cronbach α 값은 0.922였으며,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요인의 

Cronbach α 값은 높은 내적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요인 1은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지역에 속해 있으

므로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로 나를 염려해주

는 가족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욕구

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내가 대화하고 싶을 때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

으면 지역주민들은 힘을 모아 해결 한다’의 7개의 변인을 포함하

고 있으며 전체 변량의 45.635%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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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설명력

Cronbach
Cronbach's α

평균
a

요인 1: 연대감 4.201 45.635 .885 2.94

이 지역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 할 수 있다 .837 3.32

지역사회는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816 3.44

이 지역에 속해 있으므로 혜택을 받고 있다 .810 3.36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정말로 나를 염려해주는 가족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 .701 3.58

우리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668 2.95

내가 대화하고 싶을 때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지역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572 3.42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은 힘을 모아 해결한다 .515 3.12

요인 2: 소속감 3.598 8.033 .865 3.44

내가 노력하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780 3.54

우리 지역사회에서만 있는 고유한 정신이나 질서가 있다 .724 3.13

지역사회에서의 나의 역할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705 3.37

지역사회는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705 3.32

나는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693 3.56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664 3.54

요인 3: 정서적 친밀감 1.769 6.629 .866 3.89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829 3.84

이웃이 잘 되면 나에게도 좋다 .815 3.93

설명분산의 누적값 = 60.297%, KMO = 0.90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 1265.336 (df = 78, p < 0.001)

주)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표 3> 공동체의식 요인분석 결과

지역사회의 연대감과 관련되어 있어 ‘연대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내가 노력하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우리 지역에서만 있는 고유한 정신이나 질서가 있다’, ‘지역

에서의 나의 역할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는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지역사회의 일원이라

는 느낌이 든다.’,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

하여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의 5개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변량의 8.033%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지역사회의 

소속감과 관련되어 있어 ‘소속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지역의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이웃이 잘 되면 나에게도 좋다’의 2개의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변량의 6.629%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정서적인 친

밀감과 관련되어 있어 ‘정서적 친밀감’으로 명명하였다.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이웃이 잘 되면 

나에게도 좋다’가 3.93으로 가장 높을 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웃

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3.84),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정말로 나를 염려해주는 가족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3.58), ‘나는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3.56)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요인의 평균값은 ‘정서적 친밀감’(3.89), ‘소속감’(3.44), ‘연대

감’(2.94) 순으로 나타났다.

4.3. 공동체의식 군집분석

공동체의식에 따라 지역사회주민들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군

집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개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각각의 요인 총합평균을 구한 뒤 Ward 방식

의 제곱한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

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은 군집해를 결정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분석방법인데 이를 사용한 이유는 사례가 군집화 되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최적 군집해를 결정하기 위하여 군집

화 일정표에서 응집계수의 변동비율을 계산하고 군집의 동질성

이 크게 증가하는 지점에서 중단규정(Stopping Rule)을 적용하여 

2개의 군집해(28.03% 증가)부터 3개의 군집해(11.12% 증가)를 선

정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의 단점은 Outlier들과 변수의 규모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

여 최종해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초기 군집중심에 

의해 계속적으로 결합하는 분석과정 때문에 인위적인 결과를 초

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층적 군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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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결합군집

계수

처음 나타나는
군집의 단계 다음

단계
군집1 군집2 군집1 군집2

125 2 34 706.200 124 122 127

126 1 4 756.476 121 119 129

127 2 5 820.400 125 123 128

128 2 3 923.121 127 56 129

129 1 2 1282.769 126 128 0

군집의 수 계수 계수의 변화량 계수의 변화율(%)

5 706.200 50.276 6.64

4 756.476 63.924 7.79

3 820.400 102.721 11.12

2 923.121 359.648 28.03

1 1282.769 - -

예측 소속집단
전체

군집1 군집2

원래값 빈도(%)

군집1
78

(98.73)
1

(1.27)
79

(100.0)

군집2
3

(5.89)
48

(94.11)
51

(100.0)

교차 
유효값

빈도(%)

군집1
78

(98.73)
1

(1.27)
79

(100.0)

군집2
3

(5.89)
46

(94.11)
51

(100.0)

주) 적중률(hit ratio)=95.0%, 교차유효성(cross-validation)=94.0%

<표 4>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구분 연대감 소속감 정서적 친밀감

군집1: 높은 공동체형
(n=79, 58.95%)

3.71 3.74 4.09

군집2: 낮은 공동체형
(n=51, 33.22%)

2.69 2.90 2.66

mean 3.34 3.47 3.56

F 값 205.717** 229.625** 245.489**

주1) *p<.005 **p<.001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주2) 적중률(hit ratio)=95.0%, 
교차유효성(cross-validation)=94.0%

<표 5> 공동체성에 대한 군집 및 판별분석 결과

을 실시하여 얻은 군집해로부터 각각의 최초 군집중심(Initial 

Seed) 값을 구하여 K-means를 실행 계층적 군집분석에서 나온 

군집평균값을 초기값(initial seed)으로 설정하고, 군집의 수를 2개

부터 3개로 하는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K-menas를 통

해 요인별로 평균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두 개의 군집으로 정하였다.

세 개의 공동체성 인지 요인이 두 개의 군집별로 차이가 나타

나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바탕으로 군집을 명명하

였는데, 군집 1의 경우 연대감, 소속감, 정서적 친밀감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높은 공동체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군집1에 

비하여 평균값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낮은 공동체형’으로 명

명하였다.

군집이 적절히 분류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판별분석의 결과

를 사용하여 분류정확도(classification accuracy)를 도출하였다. 이

에 해당하는 적중률(hit ratio)은 95.0%, 교차유효성(cross-validation)

은 94.0%로 나타나 각각의 케이스가 올바르게 분류되었으며 군집

분석의 결과도 타당함을 알 수 있다.

4.4. 공동체성 유형별 특성

지역사회주민들의 공동체성의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에서 군집별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성별의 경우 높은 공동체형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낮은 공동체형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

슷하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높은 공동체형은 60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낮은 공동체형은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높은 공동체형은 고등학교 졸업의 비

율이 가장 높았으며, 낮은 공동체형은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의 경우 높은 공동체형은 비율

이 골고루 나타난 반면, 낮은 공동체형은 거주기간 10년 이하의 

경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주민이 인지하는 공동체성의 군집별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경제적 협동 활동(공동생산⋅판

매, 공동구매 등), 친목활동(조기축구회, 계모임 등), 자치조직 활동

(부녀회, 청년회 등), 봉사활동(불우이웃 돕기 등), 상호부조활동(결

혼식, 장례식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경제적 협동 활동(공동생산⋅판매, 공동구매 등)과 친목활동

(조기축구회, 계모임 등)에서 높은 공동체형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낮은 공동체형은 평균 정도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치조직 활동(부녀회, 청년회 등)에서는 높은 공동체형

은 평균이상으로 나타났지만 낮은 공동체형은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다. 봉사활동(불우이웃 돕기 등)에서는 높은 공동체형이 

낮은 공동체형보다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낮은 공동체

형도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부조활동(결혼식, 장

례식 등)은 높은 공동체형이 낮은 공동체형 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평균 보다도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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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평균 
소득

150만 원 이하 6(7.6%) 8(15.4%) 14(11.28%)

21.003

150-200만원 5(6.3%) 4(7.7%) 9(7.25%)

200-250만원 10(12.5%) 5(9.6%) 15(12.09%)

250-300만원 12(15.0%) 12(23.1%) 24(19.35%)

300만 원 이상 40(50.0%) 22(42.3%) 62(50.0%)

현재 
거주 
하는 

지역은 
어떤 곳 
입니까

?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곳이다

17(21.3%) 9(17.3%) 26(20.31%)

9.108

부모님 때부터 
살고 있는 곳이다

13(16.3%) 6(11.5%) 19(14.84%)

내가 자란 곳이다 9(11.3%) 2(3.8%) 11(8.58%)

이사 온지 
오래된 곳이다

31(38.8%) 19(36.5%) 50(39.06%)

최근에 이사 
온 곳이다

7(8.8%) 15(28.8%) 22(17.18%)

주1) * p=0.05, ** p=0.01,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주2) 항목별 무응답 설문 제외하고 분석

구분

높은
공동체형

낮은 
공동체형

Total χ2
(n=79, 
58.95%)

(n=51, 
33.22%)

성별
남성 29(36.3%) 23(44.2%) 52(40.0%)

1.966**
여성 50(62.5%) 28(53.8%) 78(60.0%)

연령

50대 미만 15(18.8%) 9(17.3%) 24(18.60%)

5.901**

50대 29(36.3%) 22(42.3%) 51(39.53%)

60대 30(37.5%) 16(30.8%) 46(35.65%)

70대 4(5.0%) 4(7.7%) 8(6.20%)

학력

중학교 이하 8(10.1%) 4(7.7%) 12(9.37%)

7.561**고등 학교 35(43.8%) 17(32.7%) 52(40.62%)

대학교 이상 34(42.5%) 30(57.7%) 64(50.0%)

거주
기간

10년 이하 18(22.5%) 21(40.4) 39(30.23%)

4.271**

11- 20년 14(17.5%) 4(7.7%) 18(13.95%)

21- 30년 15(18.8%) 7(13.5%) 22(17.05%)

31- 40년 16(20.0%) 9(17.3%) 25(19.37%)

41년 이상 15(18.8%) 10(19.2%) 25(19.37%)

<표 6> 공동체성 유형별 특성

구분

높은 
공동체형

낮은 
공동체형

Total t
(n=79, 
58.95%)

(n=51. 
33.22%)

경제적 협동 활동 
(공동생산⋅판매, 
공동구매 등)

3.18b 2.54a 2.94 7.854**

친목활동 
(조기축구회, 계모임 등)

3.39b 2.56a 3.02 8.417**

자치조직 활동 
(부녀회, 청년회 등)

3.17b 2.48a 2.88 7.347**

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등)

3.62b 2.92a 3.35 8.967**

상호부조활동 
(결혼식, 장례식 등)

4.11b 3.52a 3.87 9.148**

주) p=0.05, ** p=0.01,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표 7> 공동체성 유형별 지역사회활동 참여정도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지역사회 주민(경기도 평택지역)들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사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 의식의 수준을 측정하

고, 이들의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지역사회활동 참여특성을 알아

보았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동체 의식은 ‘소속감’, ‘연대

감’, ‘정서적 친밀감’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관

계적 측면’을 강조한 선행연구(김경준, 1998; 임광명⋅박덕병, 

2015; Brownel,1950; Glynn, 1981; Mcmilan & Chavis, 1986)와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공동체 의식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개의 공동체의식

을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높은 공동체형’, ‘낮은 공동

체형’의 두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지역사회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에서 군집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높은 공동체형’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70대를 제외하고 연령이 많을수록 높은 공

동체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이상의 학력에서 높은 공

동체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의 경우 높은 공동체형

은 비율이 골고루 나타난 반면, 낮은 공동체형은 거주기간 10년 

이하의 경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이 인지하는 공동체의식 군집별 지역사회참여 특성

을 분석한 결과는 경제적 협동 활동(공동생산⋅판매, 공동구매 

등), 친목활동(조기축구, 계모임 등), 자치조직 활동(부녀회, 청년

회 등), 봉사활동(불우이웃돕기 등), 상호부조활동(결혼식, 장례

식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협동 

활동과 친목활동에서 높은 공동체형이 높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낮은 공동체형은 평균 정도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봉사활동에서도 군집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모두 

평균이상인 것으로 났다. 반면에 자치조직 활동에서는 높은 공동

체형이 평균이상으로, 낮은 공동체형은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고 

상호부조활동은 높은 공동체형이 낮은 공동체형 보다 높게 나타

났는데 평균보다도 아주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논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농촌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다는 

선행연구(권정미⋅박태영, 2014; 김경준, 1998; 조영숙 외, 2004)

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거주기간도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권정미⋅박태영, 2014; 신

영선, 2012)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배은석⋅박해긍(2016)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도시는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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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고 농촌은 거주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귀속성이라는 결

과를 나타냈는데 이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농촌지역의 공동체는 

거주하는 기간이 길수록 지역주민들 간 결속력 즉, 연대감이 깊

어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농촌지역사회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지역사회활동에 참

여하는 것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박가나, 2009; 박종관, 2012; 2013; 배은석⋅박해긍, 2016; 

양덕순⋅강영순, 2008; 조원섭⋅최상수, 2011; 박종관, 2012; 최문

형, 2013; Holliday, 2008; Zhao et al., 2012)과 비슷한 결과이다. 

농촌지역 주민 간의 감정적 상호작용 등과 같은 유대감, 소속감 

등이 공동체의식을 높이게 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

하도록 동기화시키는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농촌

지역 주민이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으면 이웃 간의 관계가 원활해

지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기화되며, 

이를 통해 각종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농촌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차원의 접근 노력이 시도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지역발전과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고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정책 

수용성과 성공을 위해 농촌주민들의 전반적인 공동체 의식과 주

민참여 수준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적 환경 및 여건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에 있어 친

밀한 관계의 형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여건이 마련될 수 있

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주민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모임과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를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농촌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봉사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의 연구(박가나, 2009; 성희자⋅이강형, 

2013; 은지용, 2002; 한은영⋅김미강, 2013 )와 비슷한 결과이나 

본 연구에서는 봉사활동 보다도 부녀회나 청년회 등의 활동을 

통한 자치조직 활동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더욱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봉사활동과 자치조직 활동 모두에서 높은 공동체형

이 낮은 공동체형 보다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낮은 공

동체형에서는 봉사활동이 평균이상의 참여를 보인 반면 자치조

직 활동에서는 평균 이하의 참여를 나타냈다. 단기간의 봉사활동

보다는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단체 활동을 통한 참여가 공동체의

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직적인 단체 활동들이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데 더욱더 직접

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체 활동 참여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농촌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하며 이러한 지역 내 지역단체들이 지역공동체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참여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

다. 첫째, 평택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다

른 농촌지역의 주민들을 샘플에 포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둘째, 농촌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농촌지역사회 생활만

족도 및 농촌지역사회 친밀도와 연관성을 분석하여 공동체 의식

과 연관변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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