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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 추이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

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아동패널(Korean Youth and Children Panel Survey)의 중1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 연도에 걸쳐 반복 측정된 2,218명의 데이터를 2수준 다층 

성장모형(Multilevel Growth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치와 변화율에는 개인차가 존재

하였다. 둘째, 공동체 의식의 초기치(중1 시점)는 여학생일수록, 중1 시점의 연간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양육

태도가 애정형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나, 변화율에는 여학생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양육태도는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각 시점에서 체험활동시간,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체험활동시간, 교우관계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가 관련 청소년 

정책에 가지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공동체 의식, 체험활동시간, 다층 성장모형, 시간의존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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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심리적·인지

적·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비하여 복잡한 사고와 추론이 가

능해지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도기일 뿐만 아니

라 상급학교 진학, 직장 혹은 지역사회 체험 등과 같은 확장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존재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

을 통하여 성인으로 성장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경험은 그 당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까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미래의 삶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기의 경험은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Crockett & Crouter,

2014). 이처럼 청소년기가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는 심화되어 가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증가(청소년

폭력예방재단, 2013)하거나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통계청, 2013)이라는 현상은 현

재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제에 관한 많은 국내 연구들은 청소년기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여 접근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우울, 불안, 위축 등 내현화 문제와 폭력행동, 범법행위 등 외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제안하였다(우유라, 노충래, 2014; 장혜림, 정익중,

2013; 한대동, 오경희, 2013). 또한 15 개정 교육과정(NCIC, 2015)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

의 일환으로 다양한 집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환경을 보존함으로

써 공동체 의식 함양을 제안하였다.

공동체 의식의 정의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과 유대감을 포

함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강가영, 장유미, 2013; 김옥순, 2006). 공동체 의식

은 인정, 우애, 소속감 등의 인간 본연의 심리적·사회적 욕구를 만족시켜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더욱이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은 사회통합에 있어 필수요소로 인식되어 현대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이혜영, 1997; 김성훈, 2015; 문수경, 2015). 그러나 국내외의 

조사 결과들은 시민사회와 국가까지 범위가 확장된 공동체에 대한 한국 청소년들의 태도와 공

동체 활동 참여율이 저조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2009년 제2차 국제시민교육연구

(International Civic &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 결과는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지식은 

38개국 중 3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학교 내외의 공동체 참여, 국가에 대한 긍정적 태

도, 시민기관 신뢰 등과 같은 정서행동영역은 조사 참여국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보

여 지식수준과 인식 및 참여 수준 간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2015년 

청소년 통계는 청소년들의 단체 활동 참여와 기부 활동 참여가 각각 30퍼센트 내외에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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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참여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종합적

으로, 한국 청소년들은 공동체의 개념 및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하여 인지적 영역에서는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와 같은 높은 지식수준은 정서적 영역의 태도 및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 발달에 있어 공동체 의식의 형성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체 의식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동체 의식은 청소년들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학교생활적

응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우유라, 노충래, 2014), 공동체 의식이 높은 청소년

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폭력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한

대동, 오경희, 2013), 공동체 의식이 높은 학급에서는 집단따돌림 관여 행동이 적게 나타났다(오

지원, 2013). 위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청소년기의 내현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공동체 의식과 청소년기 발달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행 연구들은 

공동체 의식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주목해 왔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공동체 의

식에 성별(김성훈, 2015), 체험활동시간(박현정, 이진실, 이용석, 2015; 김혜진, 2014; 한은영, 김미

강, 2013; 박재숙, 2010; 고관우, 남진열, 2011),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김태준 외, 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방식(유난숙, 2015; 장소영, 2012; Fletcher et al., 2000; Hart et al., 1999), 또래 

관계 및 애착(송연주, 김대현, 이상수, 2015; 장소영, 2012; 김상미, 남진열, 2011), 학교적응능력

(강가영, 장유미, 2013; 김상미, 남진열, 2011), 교사와의 관계(오미섭, 2013)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공동체 의식이 개인, 가정, 또래, 학교 등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며 변화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행연구들은 공

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 의식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은 생활환경에서 학습이 

가능하고(박재숙, 2010),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달할 수 있는 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연구들

은 횡단적 측면에서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변화를 

추적할 수 없다.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에 주목하여 공동체 의식의 발달궤적과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들 역시 존재하나(김성훈, 2015; 문수경, 2015), 이러한 연구들은 공동체 의식과 영향 

요인들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구인이며, 특히 학년이 높아지

고 학교급이 상승함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교 관련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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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점에 

따라 영향 요인과 공동체 의식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하여 선행연구들을 확장하고

자 하며, 분석을 위하여 시간 의존적 변수를 투입한 다층 성장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앞서 논

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과 영향요인의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공동체 의식의 개념

공동체 의식은 연구자들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나, 다양한 인구 집단과 환경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영향력 있는 구인으로 수용되어 왔다(Long & Perkins, 2007;

Chavis & Pretty, 1999).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면서 공동체 의식

에 대한 개념 역시 함께 변화하였다. 초기에는 공동체를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생활양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유대와 사회적 상호작용 망을 형성하는 집단으로 보고 지역적인 특징을 강조

하였으나,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리적 이동의 한계가 사라지면서 공동체 의식의 관계적·심리적 

측면이 강조되었다(박정서, 2012; Mannarini & Fedi, 2009). McMillan과 Chavis(1986)는 공동체 

의식을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 구성원들이 서로와 집단에게 중요하다는 느

낌, 공동체에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이혜영

(1997)은 공동체 의식이 집단 구성원이 집단에 대한 귀속을 자각하는 것이자 집단에서 찾게 되

는 자기 동일성과 다른 구성원들과의 연대 체험을 통하여 가지게 되는 집단의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박가나(2009) 역시 공동체 의식을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대한 집단의식이자,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실천적 의식으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들

을 종합하여 볼 때, 공동체 의식은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확장될 수 있는 개념으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하며, 소속감을 공통적인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역시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주 시민 의식 연구(권혜원, 2004)에 

근거하여, 도움주기, 봉사활동, 기부 및 환경보존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 공동체 의식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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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의 결속력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며,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발달은 성인기의 시민성과 사회참여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공동체 의식은 청소

년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발달 과정으로(허인숙, 이정현, 2004),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시민성과 공동체 발전에 대한 기여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으

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4). 또한, 교과교육에 공동체 의식 관련 내용을 반영함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실천 지향적인 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참여경험을 제공하고자 하

는 노력이 존재한다(임지연, 2014). 이처럼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발달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공동체 의식의 변화와 영향요인의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선행연구들은 공동체 의식은 변화 가능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학습에 의하여 성장하는 심리

적 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강가영, 장유미, 2013; 박재숙, 2010; 이혜영, 1997). 청소년기

의 공동체 의식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의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문수경

(2015)의 연구에서 공동체 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으로 변화하며, 학교적응과 봉사활동

만족도와 함께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훈(2015)의 연구에서는 봉사활동 관련 변수 등 

예측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이후에도 시점 변수들이 공동체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위에 상술한 연구 결과들로부터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

달하며, 동시에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공동체 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특성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속되어있는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 및 발달되며(박재숙, 2010), 이때 청소년이 소속될 수 있는 집단은 가정, 또래집

단, 학교 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특성요인,

가정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개인특성요인으로는 성별 및 체

험활동이 공동체 의식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별의 경우, 김성훈(2015)

의 연구를 토대로 또래, 가정, 학교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공동체 의

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활동의 경우, 고관우, 남진열(2011)의 연구에서 청소년 체험

활동 중 봉사활동, 환경보존활동, 과학정보활동, 자기계발활동, 문화예술활동이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은영, 김미강(2013)의 연구에서는 교류·봉사·환경보존활동으

로 구성된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봉사활동 

및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 함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이 다수 존

재한다(박현정 외, 2015; 김혜진, 2014; 박재숙,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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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개인특성요인들과 함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부모의 양육태도 

등을 포함하는 가정요인이 공동체 의식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

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시민 행동의 양상이 높게 나타났

으며(김태준 외, 2010), 이는 부모의 학력이나 가정의 경제적 자원이 풍부할수록 공동체 의식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공동체 의식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가 자녀의 행동과 의견을 인지하고 일관적으로 

반응해주는 수용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자녀는 보다 높은 공동체 의식을 나타낸다(Fletcher

et al., 2000; Hart et al., 1999).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 중 애정과 관련된 양육방식이 다른 요인보

다 공동체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유난숙, 2015; 홍재화, 2004)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애정 관련 특성을 보이는 경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며(장

소영, 2012), 부모의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에 영향

을 미친다(유난숙, 2015). 위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에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의 발달에 가정 요

인이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학교 요인과 공동체 의식

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며, 학교 요인으로는 또래요인, 교사요인, 학교규칙준수, 학교

적응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먼저, 또래 관계의 경우, 청소년들의 생활 특성상 많은 시간을 학교에

서 또래와 공유하며, 대부분의 사회 경험이 또래와의 일상생활에서 비롯되는 만큼, 민주적인 사

회적 경험, 즉 일상생활에서의 또래와의 민주적 경험은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김원태,

2001). 또한 또래 관계에서 높은 애착(송연주 외, 2015; 김상미, 남진열, 2011) 및 인정(장소영,

2012)을 보일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위와 같은 연구들은 청소년기에 있어 또래와

의 정서적 유대가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공동체 의식 향

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오미섭(2013)의 연구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학교생활능력이 좋은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강가영, 장유미, 2013; 김상미, 남진열, 2011). 이는 학교라

는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으로서 적응하며 소속감을 갖고, 약속된 규범을 따르는 과정에서 공동

체 의식이 증진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학교규범에 대한 준수 정도가 공동체 의식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의 발달에 학교 요인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서술한 공동체 의식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개

인 특성(성별, 체험활동시간)과 가정 요인(부모양육태도), 학교 요인(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

칙)이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는 변수의 경우 시간 의존적 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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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6

년까지 7개 년도에 걸친 동일표본 추적조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양상을 파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패널 데이터는 초1패널, 초4패널, 중1패널 3개 코호트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전체 표본은 전국에서 다단계 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된 7,071명의 청소년으로 이루어

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1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각 연도별 유효 표본수와 원표본 

유지율은 <표 1>과 같다.

1차(2011) 2차(2012) 3차(2013) 4차(2014) 5차(2015)

표본수 2,351명 2,280명 2,259명 2,108명 2,091명

원표본유지율 97.0% 96.1% 89.7% 88.9%

<표 1> 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조사현황

2. 주요 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는 종속변수, 1수준 변수, 2수준 변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속

변수는 공동체 의식이며, 관련된 4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1수준 변수는 시점, 체험활동

시간,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이며, 체험활동시간은 봉사·교류·환경보존활동에 참여한 시

간을 총합한 후 자연로그를 취하였으며,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은 관련된 5개 문항의 평

균값을 사용하였다. 이때 1수준 변수로 투입된 시간 의존적 변수인 체험활동시간, 교우관계, 교

사관계, 학교규칙의 경우 각 변수에 대하여 시점별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평균

하여 시간 독립적 변수로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차동춘, 2015).

2수준 변수는 성별, 가구소득, 부모의 양육태도로 모두 중1 시점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가구소득

의 경우 자연로그를 취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양육태도의 4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

용하였다. 주요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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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측정문항 척도

종속변수

공동체 의식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

동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

부금을 낼 수 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

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1수준 변수

시점 시점(0, 1, 2, 3, 4) 중1 ~ 고2

체험활동시간 봉사활동, 교류활동, 환경보존활동 참여시간 자연로그

교우관계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

나 빌려준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역문항)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교사관계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학교규칙1)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

다(학급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2수준 변수

성별 성별 0:남, 1:여

가구소득 가구연간소득(만원) (1차년도) 자연로그

양육태도

(애정)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 (1차년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표 2> 주요 변수 설명

1) 괄호 안의 문항은 5차년도에 측정된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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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모형

이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5개 시점에 대

하여 반복 측정된 공동체 의식과 관련 변수들을 활용하였으며, 데이터는 각 시점의 측정치가 개

인에 내재(Nested)되어 있는 구조를 가진다. 다층 성장모형(Multi-level Growth Model)은 이와 

같은 데이터의 구조를 반영하여 개인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며, 특히 종단 데이터의 특성

상 표본의 이탈과 같은 결측치를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audenbush, Bryk,

Cheong & Congdon, 2004; Singer & Willett, 2003; Raudenbush & Byrk, 2002).

이 연구에서는 2수준의 다층 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수준에서는 공동체 의식의 

변화함수를 추정하였으며, 2수준에서는 변화의 개인차를 추정하였다. 이때 1수준에 시점을 나타

내는 변수만을 투입한 무조건 성장모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무조건 성장모형]

1수준:

        , ∼   

2수준:

    

     ∼ 



 

 
 






위의 수식에서  는 시점 t에 측정된 개인 i의 공동체 의식을 의미한다. 는 중1 시점에서 

측정된 개인 i의 공동체 의식을 의미하며, 는 개인 i의 공동체 의식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는 시점 t에 대한 개인 i의 오차를 의미한다. 2수준에서 와 는 고정 효과(Fixed Effect)로

서 각각 초기치의 평균과 변화율의 평균을 나타낸다. 와 는 무선효과(Random Effect)로서 

각각 초기치 평균에 대한 개인 i의 편차와 변화율 평균에 대한 개인 i의 편차를 나타낸다.

한편, 독립 변수 중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는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변

수는 시간 의존적 변수(Time-Varying Covariates)로서 1수준에 투입하여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

향을 추정한다. 또한 1수준에 독립 변수와 시간과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시간 종속적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대하여 가지는 주효과(Main Effect)와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를 분

석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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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의존적 변수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투입 모형]

1수준:

              

위의 수식에서 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대하여 가지는 주효과를, 는 독립 변수와 

시간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의미하며, 상호작용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 이처럼 1수준에 시간 의존적 변수와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다층 성장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

로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최정아, 2014; 임효진, 2012; 이주리, 2010;

박현정, 상경아, 강주연, 2008; 어윤경, 2008).

공동체 의식을 종속 변수로 하여, 1수준에 시간 의존적 변수와 상호작용항을, 2수준에는 개인

차 설명 변수를 투입한 최종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최종 연구 모형]

1수준:

       체험활동시간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    체험활동시간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    

2수준:

    성별    가구소득    양육태도   
    성별    가구소득    양육태도  
  

…

  

다층 성장모형 분석은 무조건 성장모형, 개인차 설명변수 포함 모형, 시간 의존적 변수의 주효

과와 상호작용효과 투입 모형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분석에는 SPSS 22.0과 HLM 6.08 프로그램

을 활용하였으며, 결측치 대체를 하지 않은 원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수준 변수들은 

각 시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중심점 교정을 실시하였고, 2수준 변수들 중 이분변수인 성별을 

제외한 가구소득과 양육태도는 전체 평균값을 기준으로 중심점 교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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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구분 변수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종속

변수
공동체 의식

중1(1차) 2,218 2.77 .60 .73

중2(2차) 2,155 2.72 .60 .78

중3(3차) 2,135 2.83 .60 .81

고1(4차) 1,996 2.97 .51 .76

고2(5차) 1,979 2.96 .50 .74

1수준

변수

체험활동시간

중1(1차) 2,208 6.65 9.67

중2(2차) 2,140 6.09 10.35

중3(3차) 2,114 6.51 9.46

고1(4차) 1,991 6.31 12.42

고2(5차) 1,969 7.32 13.96

교우관계2)

중1(1차) 2,218 2.99 .40 .55

중2(2차) 2,155 3.02 .41 .54

중3(3차) 2,137 3.08 .39 .54

고1(4차) 1,970 3.12 .38 .62

고2(5차) 1,943 3.15 .36 .63

교사관계

중1(1차) 2,218 2.71 .67 .83

중2(2차) 2,155 2.80 .66 .84

중3(3차) 2,137 2.88 .63 .84

고1(4차) 1,970 2.88 .58 .81

고2(5차) 1,943 2.90 .57 .80

학교규칙

중1(1차) 2,218 2.73 .50 .71

중2(2차) 2,155 2.77 .58 .79

중3(3차) 2,137 2.84 .55 .79

고1(4차) 1,970 2.91 .50 .76

고2(5차) 1,943 2.95 .48 .75

2수준

변수

성별 2,218 .50 .50

가구소득 2,218 8.16 .80

양육태도 2,218 3.01 .65 .82

<표 3> 주요 변수 기술통계

2) 교우관계 구인의 경우, 5개의 문항 중 1개의 부정 문항을 역코딩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구인을 측정하였

다. 이는 긍정 문항과 부정 문항이 혼합된 문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ilotte, Gabl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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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동체 의식의 시점별 평균

[그림 2] 체험활동시간,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의 시점별 평균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특성은 <표 3>과 같으며, [그림 1]과 [그림2]는 종속변수와 

1수준 변수의 시점별 평균값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종합적으로, 공동체 의

식의 경우 중1 시점에서 중2 시점에 이르는 동안에는 공동체 의식이 감소하지만, 중2 시점부터 

고2 시점까지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수준 투입 변수의 경우, 체험활동시간은 감소

와 증가가 반복된 반면,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체적으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수준 투입 변수의 경우, 중1 시점을 기준으로 남녀의 비율은 1:1, 연

평균 가구소득(로그)은 8.16만원,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평균 3.01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

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인지 묻는 문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응답이 평균적으로 ‘그런 편이다’에 해

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 분석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 의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개인차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른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선형 성장모형을 기초모형으로 설정3)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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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수
기초모형

계수 S.E

고정 효과
초기치() 2.724*** 0.011***

변화율() 0.064*** 0.003***

분산

무선 효과

1수준 0.198***

공동체 의식 초기치( ) 0.162***

공동체 의식 변화율( ) 0.003***

주: *p<.05, **p<.01, ***p<.001

<표 4> 기초모형 분석 결과

초기치와 변화율에 대한 고정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 청소년들

의 공동체 의식은 평균 2.724이고, 한 학년씩 진급함에 따라 공동체 의식이 평균적으로 0.064씩 

증가하여 고등학교 2학년 시점에는 2.98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모형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공동체 의식이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선효과 분석 결과 초기치

와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공동체 의식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는 전체 표본 중 5%를 무선 표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개인 변화 궤적을 나타낸 그래프이며, 이를 통하여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 개

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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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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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공동체 의식 변화의 개인차

3) 시점 변수를 제곱한 가속도항을 투입하였을 경우, 1차항과 2차항의 상관계수가 –0.971로 큰 상관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예상되어 선형 성장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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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구분 모수
기초모형 연구모형1 연구모형2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고정

효과

초기치()

절편 2.724*** .011 2.683*** .015 2.670*** .016

성별 0.080*** .022 0.052*** .019

가구소득 0.050*** .014 0.028*** .012

양육태도 0.212*** .017 0.108*** .015

변화율()

절편 0.064*** .003 0.058*** .005 0.054*** .005

성별 0.014*** .007 0.012*** .006

가구소득 0.003*** .004 0.004*** .004

양육태도 -0.035*** .005 -0.021*** .005

체험활동시간() 0.019*** .007

교우관계() 0.202*** .022

교사관계() 0.150*** .014

학교규칙() 0.200*** .018

체험활동시간X시간() 0.007*** .003

교우관계X시간() 0.026*** .010

교사관계X시간() -0.002*** .006

학교규칙X시간() -0.014*** .007

분산 분산 분산

무선

효과

1수준 잔차 0.198*** 0.198*** 0.186***

공동체 의식 초기치() 0.162*** 0.139*** 0.087***

공동체 의식 변화율() 0.004*** 0.003*** 0.001***

주: *p<.05, **p<.01, ***p<.001

<표 5> 공동체 의식 변화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표 5>는 기초모형, 연구모형 1, 연구모형 2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연구모형 1의 분석 결과,

여학생일수록, 연간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중학교 1학년 시점의 공동

체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의 변화율은 여학생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태도가 

애정형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의 경우, 중학교 1학년의 공동체 의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0.08만큼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차이가 0.014만큼씩 증

가하게 되며 고등학교 2학년 시점에서 남녀 공동체 의식의 차이는 평균 0.136이 된다. 또한, 연간

가구소득이 높은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중학교 1학년 시점의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났지만, 변화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경우,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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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태도가 애정적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중학교 1학년 시점의 공동체 의식은 높게 

나타났지만, 변화율에 부적영향을 미치므로 평균변화율보다 낮게 공동체 의식이 증가하여 학년

이 올라갈수록 공동체 의식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2는 시점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는 체험활동시간,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 변

수와 각각의 변수와 시간과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우선 시간 의존적 변

수를 통제한 후에도 성별, 가구소득, 양육태도가 중학교 1학년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며, 성별, 양육태도 역시 공동체 의식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유지되었

다. 다음으로 1수준에 투입한 시간 의존적 변수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체험활동시간,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규칙 변수는 모두 각 시점에서 공동체 의식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험활동을 많이 할수록,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

가 좋을수록, 학교규칙을 잘 지킬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각 

변수와 시간과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체험활동시간, 교우관계의 시점과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체험활동시간과 교우관계가 시점과의 상호작용효과로 인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 성별, 연간가구소득, 양육태도 집단별 공동체 의식의 변화

[그림 5]와 [그림 6]는 <표 5>의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 5]

에서 성별, 양육태도, 가구소득 기준 집단별 공동체 의식의 변화 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모

형 2에서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던 남녀 집단별 그래프와 연간가구

소득 상하 집단별 그래프에서, 각 집단의 공동체 의식의 초기치의 차이가 유지되며 평행한 형태

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동체 의식의 변화율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모 양육태도의 경우, 부모에게 더 많은 애정을 받는다고 인식한 집단이 그렇

지 않은 집단보다 초기의 공동체 의식은 높게 나타났으나 변화율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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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 의식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림 6]에서 부모 양육태도가 동일했던 집단 내에서도 체험활동시간에 따라 공동체 의

식의 종단적 변화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모양육방식에서 상대적으로 

애정을 덜 느꼈지만 체험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참여한 경우, 부모 양육방식이 애정적이고 체험

활동에 덜 참여하였던 청소년들에 비하여 고등학교 2학년 시점의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6] 양육태도, 체험활동시간 집단별 공동체 의식의 변화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의 중1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1수준에 시간 의존적 변수를 투입한 다층 

성장 모형을 적용하였고, 청소년 2,218명을 대상으로 1차 년도(2010)에서 5차 년도(2014)의 5개 

시점에 걸쳐 공동체 의식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의 기간 동안 선형으로 증가

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공동체 의식의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김성훈, 2015; 문수경, 2015)와 

일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의 초기치와 변화율에는 모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적으로 증가하지만, 출

발점과 변화 정도가 개인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중 1시점의 영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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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는 성별, 가구소득, 양육태도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변화율의 영향요인으로는 성별, 양육

태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에 성별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연간가구소득)가 미

치는 영향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김성훈, 2015; 김위정, 2012), 여학생이거나 가구소

득이 높은 학생일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의 변화율에 부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경우,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은 평균 변화율보다 낮은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과 해석에 있어 부모양육태도

가 애정적이었던 청소년들이 공동체 의식의 초기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시점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는 시간 의존적 변수들의 경우 체험활동시간, 교우관계, 교

사관계, 학교규칙이 각 시점에 대하여 공동체 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활동시간과 공동체 의식과의 관계의 경우,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공동

체 의식이 높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박현정 외, 2015; 김혜진, 2014; 박재숙, 2010;

고관우, 남진열, 2011)와 일치하나, 체험활동의 형식적 측면인 활동 시간은 공동체 의식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결과(김성훈, 2015; 박주현, 이태자, 2015)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교우관계와 공동체 의식과의 관계의 경우, 청소년의 교우관계가 원만할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송연주 외, 2015; 장소영, 2012; 김상미, 남진열, 2011)와 일치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체험활동시간 및 교우관계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체험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교우관계가 원만할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으며, 시간과의 상호작용효과로 인하여 체험활동시간 

및 교우관계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체험활

동시간의 경우, 봉사·교류·환경보존 활동에 참여는 다양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책임

감을 증진시켜 공동체 의식을 높이며, 체험활동의 경험이 누적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우관계 내에서 친구와의 갈등을 해

결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는 연습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은 발달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

은 입시를 앞두고 학교 및 학원에서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여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교우

관계의 영향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

록, 학교규칙을 잘 지킬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교사관계 및 학교규칙 준수가 공동

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일정하였다. 이는 교우관계와 체험활동 시간

의 경우와 달리, 교사관계와 학교규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의 중1 코호트 데이터

를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 시점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점까지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선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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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달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이는 공동체 의식이 청소년기에 발달할 수 있는 요인을 의미

한다. 또한, 청소년의 심화되는 개인주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와 공동체의 개념 및 의사

결정 절차에 관한 청소년들의 높은 지식수준에 비하여 공동체에 대한 정서, 태도 및 실제 참여수

준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한국교육개발원, 2010)을 고려할 때, 공동체 의식 증진을 위

하여 청소년에게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체험활동시간이 공

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이 지속적으

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또는 교우관계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력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활한 교우관계를 형성 및 회복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2007).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김도연, 양혜정, 2013; 김소영, 2013)는 체험활동시간, 교우

관계, 교사관계 등과 같은 변수가 반복 측정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값으로 가정하고 변

수의 초기 측정치 혹은 평균값을 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학년 및 

학교급에 따라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가 변화할 수 있으며,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변수를 시간 의존적 변수로 투입함으로써 반복 측정

된 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시간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공동체 의식의 발달 궤적

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시점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 선행연구는 가족구성(최후남, 김태균, 2012) 및 다양

한 형태의 양육태도(유난숙, 2015; 장소영, 2012)가 공동체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애정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태도만을 고려하였으며, 부모의 양육

태도 역시 시간의 흐름에 변화할 수 있지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 구조의 한계로 시간 

의존적 변수로 취급하지 못하고 중 1시점의 초기 측정치만을 모형에 투입하였다. 둘째, 선행연

구는 스포츠 활동, 즉 건강·보건활동(신창호, 김옥주, 2013; 나봉순, 홍춘표, 이상진, 2007)과 동아

리 활동(강효민, 2003; 강혜진, 김정섭, 2012)이 공동체 의식에 유의한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나

타내지만, 이 연구에서는 체험활동의 범주를 교류·봉사·환경보존 활동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체험활동을 반영하여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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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f the Longitudinal Trend of the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ce and its Predictors*

Park, Hyun-Jeong**

Kim, Jun-Ok***

Son, Yoon-Hee

4)

This study analyzed the longitudinal trend of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ce and the

predictors of the change. For the analysis, the middle school cohort data from the Korean Youth

and Children Panel Survey was used. The subjects were 2,218 middle school students who

had been measured repeatedly over five years from 2010 to 2014 and multi-level growth model

was applied. The major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increased linearly over the years and the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initial status

and the change rate were significant. Second, the initial status increased as the family income

increased and as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was positive. The change rate was significant

and positive for female students and the good relationship with parents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change rate. Third, at each time point, the influences of the hours of activities in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peer relationship on the sense of community were significant and these

relationships changed as the time goes on. The influences of the relationship on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the observation of school regulations were significant at each time point

as well, however, these relationships didn’t change over tim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 of the longitudinal trend of sense of community and policy sugges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Sense of Community, Hours of Activities in Soical Participation, Multi-level

Growth Model, Time-Varying Covariates

* This work was revised after being presented at the 5
th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Conference.

** First author,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Master course,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