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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감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KCYPS) 6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분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
도가 공동체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도가 삶의 만족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동체의식이 삶의 만족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시에 청소년 체험활동 만족도가 삶의 만족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체험활동 만족도는 부분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중심어 :∣체험활동 만족도∣삶의 만족감∣공동체의식∣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adolescents’ experience activity satisfaction on 
their life satisfaction, and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between the two factors. 
For this, analysis has been conducted using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KCYPS, Ed. 6).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4.0 program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and the Sobel 
test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First, it was analyzed 
that the experience activity satisfac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sense of 
community.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adolescents' experience activity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Third, it was confirmed that snse of community had a positive 
(+)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nd at the same time, it was found that adolescents' experience activity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life satisfaction, so sense of communit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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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소년기는 생애발달주기 상으로 급격하고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로서 아동기
에서 성인기로 가는 전환기의 특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1]. 특히, 청소년은 학교라는 환경에서 다양한 발달과
업을 수행하게 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나
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보이는 정신건강 상태는 
이후 성인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으로 작용하
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생애발달주기 상에서 청소년기의 삶의 질에 대한 중
요성은 다양한 연구들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으나 
현실에서의 청소년의 삶은 행복하거나 평온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경기도여성가족
재단의 자료[3]를 살펴보면, 도내 청소년 900명을 대상
으로 조사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정도(0점∼10점)가 
6.77점으로 전국으로 시행된 아동종합실태조사(2018)
의 7.24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사교육비가 서울시 다음으로 
높은 경기도의 특성으로 인해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와 
사교육의 부담감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음을 의
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정신건강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자료도 확인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감 수준이 OECD 국가들 중 최
하위 수준임을 보고[4]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가출 및 
자살에 대한 생각이 점차 증가함을 보여[5]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입시와 사교육 등의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 개인이 느끼는 삶은 행복하지 않으며 정서적으
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며,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회
적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이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지각하는 것으로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6][7]. 이러한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
는 청소년기의 적응과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를 관
련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
의 좌절감, 소외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2], 자아

존중감의 향상과 삶에 있어서의 활력과 생동감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5][8]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삶
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9]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우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과 같
은 긍정적 정서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은 물
론 이후 성인기의 삶도 발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
임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의 삶의 만족감을 중심으로 관련 영향요인을 검증하고
자 한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서는 현재 다양한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데 주요한 영향요인들은 긍정심리학의 통합이론을 
통해 설명되어지고 있다. 통합이론은 개인의 성격적 특
성과 삶의 여건이 모두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구체적으로 개인의 소득, 건강, 결혼 상태, 교육 수
준 등이 영향요인임을 설명[10]하고 있다. 즉, 청소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및 외재적 자원의 증진이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1]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
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체험활동을 독립변수
로 설정하여 삶의 만족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코로나 팬더믹(pandemic) 상황에서 청소년 체험
활동 자체는 위축될 수 있으나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
한 연구는 분명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겠으
며, 비대면 및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체험활동
의 개발 및 연구를 위해서도 관련 연구는 의미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체험활동 만
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삶의 만족감과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개인의 외재적 자원으로서 청소년 체험활동은 삶의 
만족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통합이론에 의하면 여가활동을 통한 경험하는 즐거움, 
종교 활동을 통해 얻는 집단적 유대감과 같은 개인의 
경험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고 있다[10]. 
실제 연구들에서도 고등학생의 체험활동 참여시간 및 
참여여부가 삶의 만족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12][13]하고 있으며, 체험활동 만족도가 삶
의 만족감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
[14]하고 있다. 그 밖에 청소년 체험활동의 종류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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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 문화예술 활동이 삶의 만족감과의 관계에서 정(+)
적인 효과를 보고[15]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검증함에 있어 청소년의 내적 자원인 공동
체의식을 중심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전술
한바와 같이 통합이론에서는 외재적 요인과 더불어 내
재적 요인 즉, 내재적 동기 및 긍정적 감정 등이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고 있다[10]. 구체적으
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공동체의식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공동체의식은 실제 연구들
에서도 삶의 만족감을 예측하는데 있어 주요한 변수로 
연구[2][12]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공동체의식은 사
회구성원들이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며 형성되는 
정서적 차원의 공통된 감정을 의미[16]하며, 선행연구
들에서 삶의 만족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10][17][18]되고 있다. 이에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
족감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체험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감
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체의식은 실제로 삶의 만족감, 주관적 행복감 
등의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활용되어 분석[19][20]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감의 관계를 분
석하는데 있어 공동체의식을 매개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인 체험활동 만족도와 매개
변수인 공동체의식과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체험활동 참
여경험이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16][21]하고 있으며, 체험활동의 만족도가 공
동체의식에 정(+)인 영향을 주는 것[1][22]으로 설명하
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 관련 선행연구
[1][2][5][17-19]를 바탕으로 성별, 가구소득, 주관적 
건강, 성적, 부모 근로 여부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위의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본 연구는 생애발달주기 중 가장 중요한 시점의 청소년
이 보다 긍정적으로 삶을 인식하고 희망적인 목표를 수

립할 수 있도록 관련 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청
소년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발달과 관련된 체
험활동과 공동체의식 변수를 중심으로 삶의 만족감과
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결과를 통해 청
소년이 보다 행복하고 희망적인 삶을 누리고 성숙되고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
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감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1. 청소년 체험활동 만족도는 삶의 만족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2. 청소년 체험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감 
간의 관계를 공동체의식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2-1. 청소년 체험활동 만족도는 공동체의
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2-2. 공동체의식은 삶의 만족감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 체험활동 만족도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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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인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 
패널 자료 중 6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중1 패널 자료는 총 7,071명을 대상으로 2010년
∼2015년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통해 그 변화와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 자료이다. 이에 2010년 1차 조사를 완
료한 중1 패널 원표본은 2,351명이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자료 중 중 1패널에 대한 데이터의 원표본 유지율
은 2차년도(2011) 97.0%, 3차년도(2012) 96.1%, 4차
년도(2013) 89.7%, 5차년도(2014) 88.9%, 6차년도
(2015) 87.5%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4. 측정도구
4.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삶의 만족감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 삶의 만족감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삶의 만족도 측정 문
항을 사용하였다. 본 문항은 김신영 외[23]이 작성한 척
도를 사용하였으며,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
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
다.’의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합산하
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감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
다. 삶의 만족도 문항의 신뢰도는 Crobach’s α .816으
로 나타났다.

4.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청소년 체험활동 만족도문항

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문항을 수정 및 보완
하여 사용한 문항으로,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 활동, 모험/개척 활동, 문화/예술 활동, 봉사 활동, 
직업체험 활동, 환경보존 활동, 자기(인성) 개발 등 총 
9가지 영역의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1. 매우 만족
한다. ∼ 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로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9가지 영역의 만족도를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
하였다. 

4.3 매개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공동체의식 변수는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공동체 인식’ 문항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권혜원[24]의 민주시민 의식 조사문
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공동체 인식은 총 4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활동
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
체 인식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33으로 나
타났다.

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

족감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SPSS 24.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
형의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25]의 3단계 매개
효과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1단계 분석에서 독
립변수인 체험활동 만족도가 매개변수인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을 확인한 후, 2단계에서 독립
변수인 체험활동 만족도의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감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
립변수인 체험활동 만족도와 매개변수인 공동체의식을 
함께 투입하여 삶의 만족감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한다. 
3단계 분석 결과, 독립변수의 직접효과가 유의하면 부
분매개효과를 가지게 되며 유의하지 않다면 완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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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2. 관련변수 기술통계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주요변수 수준
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3. 주요변수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체험활동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체험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감도 정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감도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가설 검증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있는 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에서 VIF 계수
가 2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26]. 다
음으로, 주요 변수들의 첨도 및 왜도 값을 확인한 결과 
기준치를 넘지 않아 정상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27]. 마지막으로, Baron과 Kenny[25]의 매
개효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 체험활동 만족도
와 삶의 만족감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가설검증의 회귀분석결과를 단계별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먼저 1단계 체험활동 만족도를 독립변
수로, 매개변수인 공동체의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
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
이 조직신뢰의 변량(variance)을 7.9%정도 설명해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인 청소년 체험활동 만족도(β
=.257, p<.001)가 공동체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의 참여한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공동체의식 수
준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의 첫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남 1,176 50.0

여 1,175 50.0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10 0.5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148 7.2

건강한 편이다. 1,248 60.7

매우 건강하다. 650 31.6

성적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155 7.7

만족하는 편이다. 931 46.3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775 38.6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48 7.4

부(父)의 근로 여부
근로를 하고 있다. 1,761 97.9

근로를 하고 있지 않다. 38 2.1

모(母)의 근로 여부
근로를 하고 있다. 1,269 69.0

근로를 하고 있지 않다. 570 31.0

가구소득
(연간/만원) Mean: 4818.38, SD: 2564.17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체험활동 만족도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감

체험활동 
만족도 1 .263** .231**

공동체의식 .263** 1 .213**

삶의 만족감 .231** .2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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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체험활동 
만족도 2.00 5.00 4.23 .573 -.61 1.54

공동체
의식 1.00 4.00 2.99 .505 .01 .759

삶의 
만족감 1.00 4.00 2.88 .620 -.02 .054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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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공
동체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
수는 가구소득(β=.102, p<.05)으로 확인되었다.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
오차 β

통제
변수

성별 -.062 .038 -.068 -1.651

가구소득 .107 .045 .102 2.382*

주관적 건강 -.040 .082 -.020 -.490

성적 만족도 -.017 .038 -.019 -.452

부의 근로
여부 .091 .146 .027 .795

모의근로
여부 .032 .040 .033 .622

독립
변수

체험활동 
만족도 .201 .033 .257 6.181***

상수 1.311**

R2 .079

F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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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1단계 분석결과

2단계 분석은 청소년 체험활동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 대한 다중회
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이 조직시민행동의 
변량을 16.9%정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인 
체험활동 만족도(β=.204, p<.001)가 삶의 만족감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의 참여한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제변
수들 중에서 성별(β=.084, p<.05)과 가구소득(β=.134, 
p<.05), 주관적 건강(β=.090, p<.05), 성적만족도(β
=.253, p<.001)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 학생일수록, 
청소년이 속한 가정의 연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신
이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
록 삶의 만족감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의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

오차 β

통제
변수

성별 .097 .045 .084 2.157*

가구소득 .176 .054 .134 3.292*

주관적 건강 .223 .098 .090 2.282*

성적 만족도 .291 .046 .253 6.360***

부의 근로
여부 .013 .174 .003 .072

모의 근로
여부 .038 .048 .031 .789

독립
변수

체험활동 
만족도 .201 .039 .204 5.168***

상수 .100

R2 .169

F 1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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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2단계 분석결과

3단계 분석에서는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도와 매개
변수인 공동체의식을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감을 종속
변수로 설정한 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이 삶의 만족감의 변량을 약 20.2% 정도 설
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매개변수인 공동체의식(β=.188, 
p<.001)이 삶의 만족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체험활동 만
족도(β=.156, p<.001)가 삶의 만족감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변수인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
감은 높아지고, 매개변수인 공동체의식의 경우에도 공
동체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체험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감의 관계에 대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통제변수들 중에서 
성별(β=.097, p<.05)과 가구소득(β=.114, p<.01), 주
관적 건강(β=.094, p<.05), 성적만족도(β=.257, 
p<.001)가 삶의 만족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일수록, 청소년이 속한 가
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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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그리고 성적에 대해 만족할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
감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5. Sobel 검증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체험

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Sobel test결과, 체험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
감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은 Z값이 3.731로 나타나, 
p<.001수준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
시된 바와 같다. 

경로 Z p

체험활동 만족도 -> 공동체의식 -> 삶의 만족감 3.731 .000***

표 7.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감
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 1
패널 자료 중 6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체험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감의 관계
는 정(+)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체험활동에 대해 
만족할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삶의 만족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2-1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청소년이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질적 수준이 높아질수
록 그들이 느끼는 삶 또는 정신건강 수준을 높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청소년 복지 차원에
서 청소년 활동은 매우 중요한 자원 중 하나로 여겨진
다. 이는 청소년에게 경쟁 중심의 학업 구조와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끔 하는 기회가 
되며, 교과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여가, 문화 등 다양
한 체험과 경험으로서 의미를 가지기에 청소년복지에
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현실의 입시제도
와 교육 체계를 극적으로 변화시켜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교육체계와 상호보완적으로 청
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청소년 활
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더불어 체험활동이 
질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청소년지
원센터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 체험활동 만족도와 공동체의식과의 관
계는 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청소년 체
험활동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의 수준도 높
음을 의미하며 선행연구[1][22]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개인 내적 자원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
치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코로나 팬더믹 상황
에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소속감을 통해 사회
적 방역에 참여하고 개인의 건강행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동체의식은 청소년의 이러한 사회구성원으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

차 β

통제
변수

성별 .112 .044 .097 2.526*

가구소득 .151 .053 .114 2.860**

주관적 건강 .233 .096 .094 2.425*

성적 만족도 .295 .045 .257 6.573***

부의 근로
여부

-.00
9 .171 -002 -.052

모의 근로
여부 .030 .047 .025 .644

독립
변수

체험활동
만족도 .153 .039 .156 3.886***

매개
변수 공동체의식 .236 .050 .188 4.727***

상수 -.210

R2 .202

F 1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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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3단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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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 중
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상호연대감과 상호부조 정
신에 기반을 둔 공동체의식은 청소년이 보다 주체적이
고 적극적으로 국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고 개인의 건
강행동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인의 
내적 자원이 될 수 있기에 다른 내적 자원 변수들 보다 
시의적절한 변수라 하겠다.

셋째,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도는 삶의 만족감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더불어 공동체의식을 통해 삶
의 만족감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청소년 체험활동 만족도와 삶의 만족감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체험활동의 만족도가 삶의 만족감
에 정(+)적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식에도 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매개로 삶의 만족감도 높
아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이 가
지는 내적·외적 자원 모두 개인이 인지하는 삶을 좀 더 
가치 있고 살만한 곳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체험
활동이라는 외적 자원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고 성
숙할 수 있는 개인의 내적 자원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대상중심적 청소년 활동 수행을 위해 청
소년의 체험활동에 대한 욕구, 청소년 특성 등을 체계
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도 지역사회 기관 
및 운영 주체가 체계적으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
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
이 대면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이 적
절한 경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프
로그램을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으로 NGO 및 대학 
사회기여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각 장애인 점자 도
서 제작(나누는 책 읽기 프로젝트), 화상회의 프로그램
을 활용한 해외 교육 봉사활동 등이 좋은 예라 할 수 있
으며, 지자체 차원에서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는 화
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집콕 생활! 굿바디 홈
트’와 같은 프로그램 등이 코로나 펜더믹 상황에서 청
소년 체험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향
후에는 이러한 청소년 랜선 또는 비대면 체험활동이 대

면 체험활동과 더불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정리하자면, 첫째, 독립

변수인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 문항은 2차 자
료의 한계로 인해 보다 세분화하여 조사되지 못하였다. 
이에 좀 더 청소년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타당성 있게 
조사될 수 있도록 추후 구조화된 문항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종속변수의 삶의 만족감 측정 문항은 보
다 타당성이 확보된 측정도구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진행되었는데, 연
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종단적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도 
추후 필요하다고 하겠다. 청소년은 중학교 시기와 고등
학교 시기의 특성이 매우 다른 만큼 이에 따른 시간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체험
활동과 관련된 변인과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코로
나 펜더믹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연구결과를 
통한 제언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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