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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종교와 문화의 오랜 역사에 바탕을 두어 학생의 자유를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교육하는 덴마크는 OECD 국가에서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상위권이다. 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여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학교가 지지해 주
고, 학교 공동체가 행복한 개인,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1) 종교 활동은 한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확립
* 이 논문은 2018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HRF-201807-005)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 1저자. 창솔감리교회 목사,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 공동저자.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공동저자.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림경영연구소장.
1) 최경준, 행복지수 1위 덴마크, 비결이 여기 있었네 , 오마이뉴스, 2018. 10. 26.,

102 종교와 문화

하도록 주변 환경과 자아를 성찰하게 하며, 공동체에 적응하도록 돕는 심리적 기능
의 역할이 있다. 또한 전통 문화와 사회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여 공동체를 통합하
고 때로는 부조리에 대해 변혁을 촉구하는 사회적 기능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
하도록 한다.2) 그리고 문화 활동은 다양한 문화 양식을 통해 정서적인 순화를 가져
오고 타인과 다른 공동체의 관계를 형성하며, 직접 경험하는 장을 제공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 소통의 기반을 형성하도록 한다.3) 이처럼 덴마크의 교육은 종교와 문화
활동의 특성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 체계로 환경과 자아를 성찰하고 정서적 순화를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으로 시민공동체
를 이루어 가는 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OECD 국가의 행복지수가
최하위권으로 학교에서 시작되는 청소년의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니라 해결 불가
능한 사회문제로 굳어져 버린 듯하다. 이미 2007년 이후 청소년 사망 1위는 계속해
서 자살이며, 청소년 2명 중 1명은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이것으로 인해 우울증
을 치료받는 청소년은 2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생 4명 중 1명은 학교
폭력을 경험하여 공교육의 현장인 학교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못된다.4) 청소년 한
개인의 문제로부터 학교공동체의 문제까지 총체적 난관에 부딪혀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제도를 만들고 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와 같은 대안을 모색해 보지만 지금과 같은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으
로는 불가항력적으로 보인다.
청소년에게 행복감은 가정과 학교와 같은 환경요인보다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
2) 정득, 배준석, 이종석, 청소년의종교 활동과 공동체의식: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 , 종교연
구 75/4 (한국종교학회, 2015), 229-232.
3) Sarah Aktinson and Mary Robson, “Arts and health as a practice of liminality: Managing
the spaces of transformation for social and emotional wellbeing with primary school
children,” Health & Place 18 (Amsterdam: Elsevier, 2012), 1348-1355.
4) 심지우, 2017년 청소년을 말하다 , 조선닷컴, 2017. 09. 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2/20170912017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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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과 같은 개인 정서가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이며, 자아정체성으로 인해 건강한
공동체의식을 형성해 간다.5) 따라서 한 개인의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은 행복감
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나타나는 갈등과
불안으로 자아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보다는 오히려 입시 이후로 유보시키는데
이것은 청소년 개인과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6) 자아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청소년은
학교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과 같은 부정정서를 나타내며 부적응 행동으
로 비행 행동이 표출되기 때문이다.7)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절망
감이나 우울감은 청소년에게 사회 심리적, 인지적 발달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이것은 곧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여 개인주의나 이기주의 형태로 나타나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된다.8)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 참여 여부가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건강한 공동
체의식을 형성해 가는데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덴
마크의 사례에서처럼 종교와 문화 활동이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관
계를 나타낸다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음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 종교 활동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정체성은 매개변수로 공
동체의식을 형성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9) 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에 대해서도 동일
한 결과를 확인하였다.10) 그리고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이 청소년의 발달 시기에
5) Frank Fujita and Ed Dienner,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5), 158-164.
6) 한영민, 청소년문화가자아정체감에미치는영향고찰 , 인간이해 28 (서강대학교학생생
활상담소, 2007), 52.
7) 현희순, 김양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아동학회지 20/1 (한국아동학회, 1999), 249-262.
8) 이동원, 주동범, 지역갈등에 대한 청소년의식 조사 연구 ,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0), 13-31.
9) 정득, 배준석, 이종석, 청소년의종교 활동과 공동체의식: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 , 205-236.
10) 정득, 김은수, 이종석,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과 공동체의식: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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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독립변수로서 자아정체성에 양(+)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11)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후속연구로서 지금까지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을 개별적인 독립변수로만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으로 분석하였다면, 종교가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에서 출발하였고 대부분의 문화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문화는 종교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12)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은 독립변수가 아닌 상호 관련 있는 변수로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였다. 즉 청소년의 종교 활
동과 문화 활동을 참여 유무에 따라서 4가지 유형 구분으로 집단을 나누어 이 집단
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비교 분석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려
고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은 상호 보완적인 영향으로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 형성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분석하여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이 청소년 발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의 이론적 고찰
1. 청소년의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들과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
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하는 것은 생태학적 이론이다. 이것은 청소년의 발달
및 정서 함양이 자아정체성,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과 같은 개인특성 요인들과 가
정환경에서 부모관계, 학교환경에서 교사와 또래관계 등의 환경특성 요인들로 서
로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13)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속한 사회 안에서
한국청소년연구 27/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255-289.
11) 정득, 강민정, 이종석,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종교문화연구 30 (한신대 종교와문화 연구소, 2018), 63-95.
12) Richard D. Hecht and Vincent F. Biondo, Religion and Culture: Contemporary Practices
and Perspectiv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4), p.ⅸ.
13) Urie Bronfenbrenner,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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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양식으로 법과 제도, 세대별 문화나 지역 사회의
종교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들도 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14)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사회화 과정은 사회 문화의 특성과 규범을 습득하고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종교와 문화는 대표적인 배움과 습득의 장이 된다.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도 많은 상징과 문화적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이 종교적 신념
과 행동으로 표현된 양식들이다.15) 그리고 한 집단의 생활양식을 의미하는 문화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얻게 되는 다양한 신앙, 예술, 도덕, 관습, 지식과 같은 총체를
의미한다.16) 따라서 사회화 과정을 겪어가는 과도기적 특성이 있는 청소년에게도
종교와 문화는 일상에서 경험되는 보편적인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가
정과 학교가 그들의 삶에 중요한 터전이듯이 종교와 문화도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청소년 시기의 종교적 특성은 순응적 아동기 성향을 벗어나 자신의 논리로 사물
의 개념을 탐색하고 의심하며 비판적 태도를 갖게 되어 더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는
다.17) 이 과정 속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자아 성찰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지역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평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주변
인이라는 자아 인식이 반향적인 태도와 행위를 나타내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는
데, 이런 특성이 종교에 대해 저항적이며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게 한다.18) 아동기의
종교성이 주로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고 우화적인 상상력으로 종교를 이해한다면,
청소년기는 또래집단의 영향이 커서 또래들과 공유되는 종교적 믿음이나 수행을
선택하려고 한다. 또한 이 시기에 청소년은 매우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성향이 강하
and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45-83.
14) 정득, 강민정, 이종석,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69-70.
15) 박준성, 박은미, 정태연, 종교성이 일반적 신뢰, 자기효능감 그리고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종교연구 55 (한국종교학회, 2009), 160-162.
16) 한영민, 청소년 문화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고찰 , 52-57.
17) 박정은, 청소년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종교교육 방향성 연구 ,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1-17.
18)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사회비평사, 1997), 3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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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 종교를 처음으로 갖게 되거나 아동기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는 신앙적 경험
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청소년 후기인 대학생 시기에는 연령층 가운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가장 낮은 시기이고 종교 활동이나 수행에도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19) 대학생 시기에 이와 같이 종교 활동이 낮은 이유는 연령층
가운데 가장 자유분방하고 취미, 교양, 지성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은 지금까지 입시로 인해 제한받았던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즐기려
는 성향이 종교적인 관심을 약화시키는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교육수준
을 보이는 연령층으로 문화비평과 인본주의 의식성향이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
로 높아 반종교적인 성격을 띠게 되어 종교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거나 종교를 떠나
기도 하는 특성을 보인다.20)
청소년의 문화적 특성은 청소년들이 서로 공유하는 생활양식이며, 학교라는 공간
과 학교 밖 공간에서 또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청소년 문화의 구성력은 주로
또래집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1) 이 시기는 또래집단과 어울리며 동질감을
형성하고 친구를 통해 심리적인 지지를 얻어 다양한 사회적 능력을 함양하려고 한
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는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일상
적으로 습득해 가는 일정한 유형의 양식을 의미한다.22) 이와 같은 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해석한 선행 연구들의 흐름은 미숙한 문화, 비행문화, 하위문화, 저항문화와
같이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가 2000년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 발전되면서 새로운 문화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23) 즉 청소년의 문화 활동은
더 이상 부정적 증후군이나 사회병리적 현상이 아닌 지극히 일상에서 향유되는 대
중문화의 한 부분으로 긍정적인 문화라는 것이다.24)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와 사회
19) Michael Argyle and Benjamin Beit-Hallahmi, The Social Psychology ofReligion (London:

Routledge Kegan Paul, 1975), 60-66.
20)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306.
21) 한영민, 청소년 문화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고찰 , 58.
22) 조성남, 이동원, 박선웅, 청소년의 하위문화와 정체성: 또래집단, 가족, 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집문당, 2003), 27-34.
23) 한영민, 청소년 문화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고찰 , 59.
24) Robin Brenner, “Teen literature and fan culture,” Young Adult Library Services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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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종교와 문화는 함께 연구되어져야
할 주요 변수가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소년의 종교와 문화적 특성은 청소년에게 개별적인 영역의
독립변수로서만 정서와 사회화 발달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종교의 관
점에서 본다면 종교는 문화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종교는 문화를 조직하고 포함하
며 초월하기 때문이다.25) 또한 종교는 문화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26)
2.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

본 연구의 주제인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 참가 유무에 따른 유형 구분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식과 어
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결과만 고찰하겠다.27)
청소년 시기에 종교 활동은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자아를 성찰하게 도우며, 또래 및 타인과의 호
혜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28) 종교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심
리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대별되는데, 심리적 기능은 한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고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움으로 사회공동체에 적응하도록 한다. 종교의
(Chicago: Young Adult Library Services Association, 2013), 33; Paul Théberge, “Everyday
fandom: fan clubs, blogging and the quotidian rhythms of the internet,” Canadian Journal
Communication 30(4) (Toronto: E. Beattie, 2005), 485-501.
25) 전명수, 문화 복지 종교의 상호관계와 특성 , 종교와 문화 27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
구소, 2014), 1-26.
26) Vassilis Saroglou and Adam B. Cohen, “Psychology of Culture and Religion: Introduction
to the JCCP Special Issue,” Journal of Cross-Culture Psychology 42/8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011), 1309-1311.
27)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이론적 정의와 연구내용들은 정득 외, 청소년
의 종교 활동과 공동체의식: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 와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과 공동체
의식: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 연구에서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8) Meredith B. McGuire, Religion: The Social Context (Illinois: Waveland Press, 20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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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능은 사회통합과 사회통제를 통해 사회와 전통 문화에 긍정적 의미를 부
여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억제하기도 한다. 때로 종교는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
에 대해 사회공동체의 변혁을 촉구하기도 한다. 즉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소속
의식을 강화시키는 심리적인 역할과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종교
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된다.29)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문화 활동은 청소년의 자아를 형성하도록 정서적 기반을
제공하며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도록 긍정적 역할을 한다.30)
문화 활동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의 폭
을 넓혀주어 사회적 소통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 그로 인해 다양한 가치를 인식하게
되어 다원주의를 배우도록 하며.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타인에 대한 관용과
수용으로 이어지도록 하게 한다.31) 즉 청소년은 문화 활동을 통해 정서적 순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
도록 기여하며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공동체의식을 조성하도록 영향을 미친다.32)
이와 같이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정득, 배준석, 이종석은 청소년의 종교 활동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하였다.33) 이 연구에
서는 종교 활동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에 대한 경로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종교 활동 참여 집단은 공동체의식에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고 자아정체성의 매개효
과도 존재하였지만, 비참여 집단은 경로가 제한적이었으며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
도 존재하지 않았다. 즉 종교 활동 참여 집단에게서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와 공동
29) 정득, 배준석, 이종석, 청소년의 종교 활동과 공동체의식: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 ,
209-211.
30) Sarah Aktinson and Mary Robson, “Arts and health as a practice of liminality:,” 1348-1355.
31) Jim McGuigan, Rethinking cultural policy (New York: McGraw-Hill, 2004), 155-168.
32) 윙클리 린다, 신현순 역,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장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0[1996]), 90-106.
33) 정득, 배준석, 이종석, 청소년의 종교 활동과 공동체의식: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 ,
2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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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또한 정득, 김은수, 이종석은 청소년의 문화 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하였는데 자아정체성이 이를 매개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34) 즉
문화 활동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간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
구한 결과, 문화 활동 참여 집단은 모든 환경변수가 공동체의식에 양(+)의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고, 자아정체성은 이를 매개하는 효과가 존재하였다. 반면 문화 활동
비참여 집단에게서는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제한적이었고 자아정체
성의 매개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두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 참여는 공동체의식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성 형성의 순기능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
시킨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득, 강민정, 이종석은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을 함께 고려하여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35)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발달 시기별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
년의 3개 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성별, 경제적 수준, 부모애정도, 또래애착도,
교사친밀도, 학습적응도를 통제하였을 때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은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요인이었다. 주된 연구
결과는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종교 활동,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종교와 문화 활동,
대학교 1학년의 경우는 문화 활동이 자아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소년의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모두 독
립변수로만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것이다. 종교와 문
화에 대한 이론적 선행연구에서 논지하였지만 종교와 문화는 개별적인 독립변수로
만 청소년의 정서와 사회화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된다. 따라서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의
34) 정득, 김은수, 이종석,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과 공동체의식: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 ,
255-289.
35) 정득, 강민정, 이종석,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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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영향과 종교와 문화 두 영역 모두 활동할 때의 영향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추가적인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종교와 문화 활동의 참여 유무에 따른
유형 구분을 통해 종교와 문화의 고유 특성만이 아니라 종교와 문화 모두의 특성이
청소년의 학령 시기별 자아정체성과 어떤 관계로 나타나는지 실증 분석하였고, 종
교와 문화 활동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능으로 공동체의식과도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연구하게 되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와 연구모델

본 연구는 종교와 문화 활동이 청소년의 학령시기별 자아정체성과의 관계, 그리
고 공동체의식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에게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
이 그들의 발달과 성장에 주는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검증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청소년이 참여하는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의 참여 유무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고 청소년의 학령 시기와 성별에 따라 유형 구분에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에 참여 유무에 따른 유형 구분에
따라 집단별로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림
1>은 이에 대한 연구모델로, 유형1은 종교와 문화 활동 모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
들(이후 ‘유형1(무)’로 표기)이며, 유형2는 문화 활동만 참여한 청소년들(이후 ‘유형
2(문)’으로 표기)이다. 그리고 유형3은 종교 활동만 참여한 청소년들(이후 ‘유형3
(종)’으로 표기)이고, 유형4는 종교와 문화 활동 모두 참여한 청소년들(이후 ‘유형4
(종+문)’으로 표기)이다. 다음의 내용은 본 연구의 연구문제이며, 이에 대한 연구모
델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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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유형은 청소년의 학령 시기
와 성별에 따라 비율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유형은 청소년의 학령 시기에
따라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평균 차이가 있는가? 또한 학령 시기마다 청소년
의 성별의 차이는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 평균에 차이를 나타내는가?
<그림 1> 연구모델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이 청소년의 학령시기에 따라 자아정체성과 공
동체의식에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
교 1학년을 표본 대상으로 2016년까지 매년 시행된 종단조사(longitudinal survey)
로 설계되었다. 연구 표본은 교육부의 학교통계를 활용하여 78개 학교가 선정되었
고, 16개 시도별로 비례 배분하여 모집단을 고려한 표본을 설계하였다. 또한 권역별
청소년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3개 학교 이상을 설계하였으며, 학교
유형별 할당을 통해 2,351명을 전체 표본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령시기별로 정서와 사회성 발달을 확인할 수 있는 종단조사의 마지막 7차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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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자료를 선정하였으며, 청소년의 학령시기별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학령시기별 연구
대상은 미응답과 결측된 표본을 제외하고 중학교 1학년 1,918명, 고등학교 1학년
1,787명, 대학교 1학년 1,689명이었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에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특성을 조사하
기 위해 설계된 종단자료 가운데, 2016년 자료인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
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종교와 문화의 사회적 기능인 자아정
체성과 공동체의식의 두 요인을 선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설계되
었는데,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매우 그렇지
않다(4점)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변수들의 측정값이 높을수록 낮은 개념으로 설
계되어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측정값의 순서대로 2, 1, -1, -2점
척도로 역변환하여 코딩하였다.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지한 자아정체성은 송연옥(2008)의 척도를 수정하고 보
완한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36) 공동체의식은 권혜원(2004)이 보완하고 수정한
4개 문항으로 이타적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사용하였다.37) 종교 활동은
우리나라의 일반적 종교인 개신교, 가톨릭, 불교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1년 동안
종교단체에 직접 참여한 횟수로 측정하였고, 문화 활동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한
문화예술 활동 횟수를 측정하였는데, 연극, 음악회, 전시회, 영화 관람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하였다.
36) 송연옥,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간의 구조분석 ,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47-53.
37) 권혜원, 중학생의 민주 시민 의식 연구 ,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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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을 참여한 청소년의 학령 시기별로 자아정체성
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의식에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
인 분석을 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3.0을 사용하였고, 연구결과를 위해 사용
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Fisher의 정확한 검정은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유형 집단별 비율
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2) Cronbach'α는 신뢰도분석의 통계량으로
잠재변수들에 대해 측정변수가 일관성 있게 조사되었는지 측정변수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3) 분산분석(ANOVA)은 청소년의 학령시기별 종교 활
동과 문화 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4개 유형 집단이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평균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Ⅳ. 통계 자료 분석
1. 연구변수의 일반적 현황과 신뢰도

청소년의 학령 시기별로 성별에 따라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 참여 유무 현황을
분석한 것은 <표 1>과 같다.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 참여 유무 현황은 연구모델과
같이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유형1(무)는 종교와 문화 활동 모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이며, 유형2(문)은 문화 활동만 참여한 청소년, 유형3(종)은 종교 활동만 참여
한 청소년, 유형4(종+문)은 종교와 문화 활동 모두 참여한 청소년이다. 중학교 1학년
의 경우, 성별에 따라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것은 유형2(문)로 남자는 56.8%, 여자는 61.5%였고, 다음
으로 유형4(종+문)이 남자는 25.5%, 여자는 24.8%를 나타냈다. 유형3(종)은 참여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남자가 4.4%, 여자가 3.6%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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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청소년 학령 시기와 성별에 따른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무 현황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2) p-value1)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중학교1 남 자
(n=1,918)
여자
고등학교1 남 자
(n=1,787)
여자
대학교1 남 자
(n=1,689)
여자
1)
2)

총(n)

989

(51.6%)

929

(48.4%)

936

(52.4%)

851

(47.6%)

835

(50.6%)

854

(49.4%)

총(n)
총(n)

226
131
(13.2%)
95
(10.2%)
227
141
(15.1%)
86
(10.1%)
161
113
(13.5%)
48
(5.6%)

1,133
562
(56.8%)
571
(61.5%)
1,128
570
(60.9%)
558
(65.6%)
1,236
592
(70.9%)
644
(75.4%)

77
44
(4.4%)
33
(3.6%)
59
33
(3.5%)
26
(3.1%)
25
18
(2.2%)
7
(0.8%)

482
252
(25.5%)
230
(24.8%)
373
192
(20.5%)
181
(21.3%)
267
112
(13.4%)
155
(18.1%)

0.089

0.014

<0.001

집단 간 비율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사용하였다.
유형 1: 종교 활동 (무) & 문화 활동 (무), 유형 2: 종교 활동 (무) & 문화 활동 (유),
유형 3: 종교 활동 (유) & 문화 활동 (무), 유형 4: 종교 활동 (유) & 문화 활동 (유)

고등학교 1학년과 대학교 1학년은 성별에 따라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도 문화 활동만 참여한 유형2(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자(60.9%)보다 여자의 참여 비율(65.6%)이 높았다. 유형4(종+문)
은 여자가 21.3%, 남자가 20.5%였고, 유형3(종)은 남자가 3.5%, 여자가 3.1%를 나타
냈다. 대학교 1학년의 경우도 비율 현황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비율
분포와 비슷하였지만 특히 문화 활동만 참여하는 유형2(문)의 비율(남자 70.9%, 여
자 75.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 활동만 참여하는 유형3(종)의
비율은 학령시기 가운데 가장 낮아져서 남자가 18명(2.2%), 여자가 7명(0.8%)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령 시기별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 분포의 특징은 저학년에서고학년으
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유형2(문)의 참여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중학교 1학년 남자
56.8%, 여자 61.5% ⇨ 대학교 1학년 남자 70.9%, 여자 75.4%)를 보였고, 유형3(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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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중학교 1학년 남자 4.4%, 여자 3.6% ⇨ 대학교 1학년
남자 2.2%, 여자 0.8%)을 보였다.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을 함께 참여한 유형4(종+문)
의 비율도 낮아져서 대학교 1학년 시기에 남자 13.4%, 여자 18.1%로 나타났다. 유형1
(무) 집단은 남자는 학령 시기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대학교 1학년에서 5.6%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2>는 연구변수들의 개념을 구성하기 위해 연구변수에 대한 하위 측정 변수
들의 설문 내용이며, 측정변수들이 동일한 연구변수의 개념을 일관되게 측정하였는
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으로 검정한 결과이다.
<표 2>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의 신뢰도분석 결과
신뢰도(Cronbach'α)
측정 변수
중1 고1 대1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 한다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자아 남들의 생각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다 0.587 0.577 0.628
정체성
나는 낯선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편하다
주변에어려움에처해있는친구가있다면적극적으로도울수있다
공휴일에쉬지못하더라도복지기관에서자원봉사활동을할수있다
공동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0.809 0.785 0.716
의식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뢰도는 Cronbach'α를 사용하였으며 청소년의 학령 시기에 따라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은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자아정체성은 중학교 1학년이 0.587, 고등학
교 1학년이 0.577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대학교 1학년은 0.628로 양호한 수
준이었다. 그리고 공동체의식의 신뢰도는 청소년 학령 시기에 따라 0.809, 0.785,
0.716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활용된 모든 변수들은 동일한 개념에
대한 반복 측정에 있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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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유형별 평균 차이 검정

1) 청소년의 학령 시기에 따른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 평균 검정
본 연구는 정득 외(2018)의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이 독립변수로서 청소년의 자
아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이다. 선행 연구에서 종교 활동
과 문화 활동이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청소년의 학령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
났는데, 중학교 1학년은 종교 활동만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쳤고, 고등학교
1학년은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 모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은 문화 활동만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선행 연구의 제한점은 청소년들의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을 참여 유무에 따른 유형
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면밀히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을 참여 유무에 따른 유형별로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 <표 3, 4>의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은 공동체의식 함양에 관계가 있다는 기존 문헌들의 결과가 우리나라 청
소년들에게도 나타나는지 함께 분석한 것이 <표 3, 5>의 결과이다.
<표 3>은 연구모델과 같이 청소년들의 참여 유무에 따라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
의 유형을 네 집단으로 구분하고 학령 시기별로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의 평균
차이를 검정한 결과이다. 음영으로 표시된 것은 학령 시기마다 평균값이 가장 큰
것을 의미하며, 대학교 1학년 자아정체성의 경우만 제외(p-value: 0.107)한 모든 경
우에서, 학령 시기에 따라 종교와 문화 활동의 유형별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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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유형별 개인특성 요인들의 평균 검정
문화 활동 참여 유형2)
개인특성 요인들의 평균 유형1종교와유형2
유형3 유형4 p-value
중학교1 자아정체성 (0.432) 0.336AB 0.423AB 0.232A 0.528B 0.001
(n = 1,918) 공동체의식 (1.001) 0.895A 1.000AB 1.127B 1.039AB 0.046
고등학교1 자아정체성 (0.361) 0.171A 0.360AB 0.434B 0.468B <0.001
(n = 1,787) 공동체의식 (0.913) 0.727A 0.926AB 1.017B 0.971B <0.001
대학교1 자아정체성 (0.332) 0.205A 0.338A 0.400A 0.374A 0.107
(n = 1,689) 공동체의식 (0.719) 0.516A 0.718AB 0.670AB 0.850B <0.001
1)

집단 간 평균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고, 평균값의 위첨자는 동일한
문자인 경우 평균의 차이가 없으며, 다른 문자인 경우 평균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2) 유형 1: 종교 활동 (무) & 문화 활동 (무), 유형 2: 종교 활동 (무) & 문화 활동 (유)
유형 3: 종교 활동 (유) & 문화 활동 (무), 유형 4: 종교 활동 (유) & 문화 활동 (유)
3) 음영표시는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 가운데 평균이 가장 큰 유형을 표시하였다.
1)

먼저 자아정체성에 대한 결과를 학령 시기별로 보면, 중학교 1학년은 유형3(종)
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0.232를 보였으며, 유형4(종+문)이 0.528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고등학교 1학년은 유형1(무)의 경우 자아정체성 평균이 가장 낮은
0.171을 보였고, 유형2(문)이 0.360, 유형3(종)이 0.434, 유형4(종+문)이 0.468로 나타
났다. 대학교 1학년 시기의 청소년들은 유형1(무)가 0.205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유형2(문)이 0.338, 유형4(종+문)이 0.374, 유형3(종)이 0.400으로 순으로 종교 활동
만 하는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p-value: 0.107). 청소년의 학령 시기별 공동체의식 평균 검정의 결과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가 비슷하였는데 유형1(무) > 유형2(문) ≒ 유형4
(종+문) > 유형3(종) 순으로 공동체의식 평균에 차이가 있었다. 즉 종교 활동만 하는
청소년 집단 유형3(종)에게서 공동체의식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유의하게 나타냈다
(중학교 1학년: 1.127, 고등학교 1학년: 1.017). 반면 대학교 1학년은 유형1(무)가
0.516으로 낮았고, 다음으로 유형3(종)이 0.670이었으며 유형2(문)는 0.718로 두 유
형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유형4(종+문)가 0.850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그림 3>은 <표 3>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 청소년의 학령 시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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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의 평균값의 차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
년의 학령 시기별로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 참여 유무와 관련하여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파악할 수 있다. 자아정체성 평균을 나타낸
도표를 보면, 유형1(무)로부터 유형4(종+문)까지 오른쪽으로 평균값이 증가하는 추
세를 볼 수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유형3(종)의 평균값이 매우 낮게 나타났
다. 즉 중학교 1학년이 종교 활동만을 참여할 때 다른 유형 집단에 비해 종교의
기능으로 자아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식의 평균을
나타낸 도표를 확인해 보면, 자아정체성 평균 도표와 유사하게 유형1(무)에서 유형
4(종+문)로 공동체의식 평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 1학년
의 경우, 유형3(종)의 청소년들은 공동체의식 평균이 감소하여 중학교 1학년, 고등
학교 1학년의 공동체의식 평균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 1학년
의 공동체의식 평균이 다른 학령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과 개인특성 요인

2) 청소년의 학령 시기와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성 평균 검정
<표 4>는 청소년의 학령 시기와 성별에 따른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의 차이
가 자아정체성 평균에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학령 시기별로 보면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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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성별에 따라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의 자아정체
성 평균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교 1학년은 남자와 여자 모두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의 차이가 자아정체성 평균 차이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
다(p-value: 0.056, 0.522).
<표 4>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별 자아정체성의 평균 검정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
1)
자아정체성의 평균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p-value

중학교1 남 자
(n = 1,918) 여 자
고등학교1 남 자
(n = 1,787) 여 자
대학교1 남 자
(n = 1,689) 여 자

(n = 989)

0.368AB

0.449B

0.123A

0.512B

0.010

(n = 929)

A

B

B

0.544C

0.029

B

C

0.292

A

0.389

B

0.376

(n = 936)

0.213

0.400

0.394

0.505

0.005

(n = 851)

0.102A

0.320AB

0.485B

0.429AB

0.003

(n = 835)

0.198A

0.401A

0.344A

0.420A

0.056

(n = 854)

0.221A

0.280A

0.543A

0.341A

0.522

집단 간 평균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고, 평균값의 위첨자는
동일한 문자인 경우 평균의 차이가 없으며, 다른 문자인 경우 평균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2) 음영표시는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 가운데 평균이 가장 큰 유형을 표시하였다.
1)

중학교 1학년 남자는 유형3(종)이 자아정체성 평균 0.123으로 가장 낮았으며, 유
형1(무)이 0.368이었고, 다음으로 유형2(문)가 0.449로 높았다. 그리고 유형4(종+문)
가 0.512로 가장 높은 자아정체성을 나타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경우는 유형1
이 0.292로 가장 낮은 자아정체성을 보였고, 유형3이 0.376, 유형2가 0.389로 두 유형
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유형4는 0.544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아정
체성을 나타냈다. 이 결과로 중학교 1학년의 성별의 차이가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에 의한 자아정체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중학교 1학년 남자의
경우 유형3(종)이 종교와 문화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유형1(무)보다 더 낮은 자아정
체성을 나타내는 것은 특이한 결과로 보여 진다.
고등학교 1학년 남자의 경우는 중학교 1학년 여자의 결과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
으며, 자아정체성 평균은 유형1(무)가 0.213 > 유형3(종)이 0.394 ≒ 유형2(문)이
0.400 > 유형4(종+문)이 0.505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 여자는 자아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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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으로 유형1이 가장 낮아 0.102를 보였으며, 유형2가 0.320이었고, 유형4가 0.429
였다. 그리고 유형3은 0.485로 다른 유형에 비해 자아정체성 평균이 가장 높았다.
이 결과는 고등학교 1학년의 성별의 차이가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자아정체성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인 것이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의
남자와 여자, 고등학교 1학년 남자의 경우 자아정체성 평균이 높은 것은 유형4(종+
문)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여자는 유형3(종)이 상대적으로 자아정체성 평균이 크
게 나타나 다른 학령 시기와는 다른 점을 나타냈다.
대학교 1학년은 남자와 여자 모두 자아정체성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자의 경우 유형4(종+문)의 자아정체성 평균이 0.420으로 상대적으로 높
았고 유형1(무)는 0.198로 자아정체성이 낮았다. 대학교 1학년 여자의 경우는 고등
학교 1학년 여자와 같이 유형3(종)의 자아정체성 평균이 0.543으로 다른 유형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결과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청소년들
과는 달리 성별의 차이가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에 따라 자아정체성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4>는 청소년의 학령 시기와 성별에 따른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의
자아정체성 평균을 분석한 <표 4>의 결과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 남자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과 대학교 1학년은 유형1(무)에서 자아정체성이 가장 낮았고
유형2(문)과 유형3(종), 유형4(종+문)에서는 자아정체성이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반면 중학교 1학년은 유형3에서 자아정체성 평균이 유형1 보다도 현저하게 낮았다.
중학교 1학년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도표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고등학교와 대학
교 1학년에서 자아정체성은 유형1에서 가장 낮았다가 유형3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유형4에서 감소하였다. 중학교 1학년 여자는 유형3이 유형2보다 낮아졌다가
유형4에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유형
집단들에서 자아정체성 평균은 청소년 학령 시기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인 것이다. <그림 3>에서 청소년의 학령 시기와 자아정체성 평균을 나타낸 그래
프와 비교해 보면, 남자 청소년의 그래프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은 달랐
다. 중학교 1학년 남자에서 종교 활동만 하는 유형은 자아정체성이 매우 낮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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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중학교 1학년 시기의 남자 청소년에게는 자아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고등학교와 대학교 1학년 여자 청소
년에서 자아정체성은 유형3(종)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시기에 종교 활동은
여자 청소년에게 자아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
다. 즉 청소년의 학령 시기와 성별에 따라 자아정체성 형성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1학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중학교 1학년은 다른 학령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과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성

3) 청소년의 학령 시기와 성별에 따른 공동체의식 평균 검정
<표 5>는 청소년의 학령 시기와 성별에 따른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의 차이
가 공동체의식 평균에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학령 시기와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을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여자와 대학교 1학년 남자에게
서 공동체의식의 평균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p-value: 0.005, <0.001), 다른 학령
에서는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즉 중학교 1학년은 성별에 따른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의 차이가 공동체의식 평균의 차이와 관계가 없었고, 고등학교 1학년
남자와 대학교 1학년 여자 청소년에서도 종교와 문화 활동 유형이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데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공동체의식 평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는 유형은 종교와 문화 활동을 모두 한 유형4에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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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중학교 1학년 남자와 고등학교 1학년 여자는 유형3(종)에서 공동체의식
평균이 높았다. 또한 적어도 하나 이상 활동을 하는 청소년에서 공동체의식 평균은
전혀 활동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유형별 공동체의식의 평균 검정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
1)
공동체의식의 평균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p-value

중학교1 남 자
(n = 1,918) 여 자
고등학교1 남 자
(n = 1,787) 여 자
대학교1 남 자
(n = 1,689) 여 자

(n = 989)

0.893A

0.955A

1.186A

1.017A

0.106

(n = 929)

A

A

A

A

0.284

A

0.068

AB

0.005

B

<0.001

A

0.185

(n = 936)
(n = 851)
(n = 835)
(n = 854)

0.897

A

0.695

A

0.779

A

0.403

A

0.781

1.044

A

0.877

AB

0.976

B

0.687

A

0.747

1.046

A

0.871

B

1.202

AB

0.639

A

0.750

1.063
0.893
1.054

0.804
0.884

집단간 평균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고, 평균값의 위첨자는 동일한
문자인 경우 평균의 차이가 없으며, 다른 문자인 경우 평균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2)음영표시는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 가운데 평균이 가장 큰 유형을 표시하였다.
1)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성별의 구분에 따라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의 공동체
의식 평균을 보면 유형1(무)에서 남자가 0.893, 여자가 0.897이었고 유형4(종+문)에
서 남자가 1.017, 여자가 1.063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표 4>에서 공동체의식은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p-value: 0.046), 성
별의 차이는 공동체의식과 관련이 없었다.
고등학교 1학년은 남자와 여자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자는 공동체의식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p-value: 0.068) 여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
다(p-value: 0.005). 남자는 유형1(무)에서 공동체의식 평균이 0.695였고, 다른 유형
들은 각각 0.877, 0.871, 0.893으로 비슷한 값을 나타냈다. 여자의 공동체의식 평균은
유형1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0.779였고 유형3(종)에서 1.202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
4(종+문)은 1.054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즉 <표 4>에서는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에 따라 공동체의식의 평균이 유의하게 달랐으나, 성별의 구분으로 나누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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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모두 비슷한 공동체의식을 나타냈고 여성은 유형마다 공동체의식이 달랐다.
대학교 1학년도 성별의 차이가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유형 집단별
로 공동체의식 평균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자의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나(p-value: <0.001) 여자는 유의성이 없었다(p-value: 0.185). 특히 남자
청소년에서 전혀 활동을 하지 않은 유형1은 공동체의식 평균이 0.403으로 상대적으
로 매우 낮았으며 유형2(문)과 유형3(종)은 각각 0.687과 0.639로 비슷한 수준을 보
였다. 유형4(종+문)에서 0.804로 유의하게 높은 공동체의식을 보였다. 여자 청소년
은 공동체의식의 평균이 유형1(무)에서부터 차례대로 0.781, 0.747, 0.750, 0.884로
비슷한 값을 나타냈다. <표 4>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무
에 따른 유형의 차이가 공동체의식 평균이 유의하게 달랐는데, 성별로 나누어서 보
면 남자의 경우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고 여자는 유형에 따라 공동체의식 평균에
차이가 없었다. 즉 대학교 1학년에서 성별에 따른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의
공동체의식 평균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5>는 <표 5>의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한 것으로, <그림 4>의 공동체의식
평균 현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은 남자 청소년이었고, 여자 청소년은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남자에서 주관적으로 인식한 공동체의식은 중학교 1학년이 상대적
으로 높았고, 대학교 1학년이 낮은 공동체의식을 보였다. 고등학교 1학년과 대학교
1학년의 공동체의식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중학교 1학년은 유형3(종)에서 공
동체의식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자 청소년은 대학교 1학년이 다른 학령보다
공동체의식이 낮게 보였으며, 중학교 1학년은 유형1(무)에서 공동체의식이 약간 낮
았으나 대학교 1학년과 비슷하게 공동체의식 평균이 다르지 않은 형태를 보였다
(p-value: 0.284, 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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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과 성별에 따른 공동체의식

고등학교 1학년은 다른 학령기와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유형1(무)에서 유형3(종)
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유형4(문+종)에서 다시 낮아졌다(p-value: 0.005).
이와 같은 결과로 공동체의식이 청소년 학령시기마다 다르게 평가되고 있으며 중학
교 1학년은 성별에 따라서 공동체의식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고등학교와
대학교 1학년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남자와 고등학교 1학년 여자 청소년에서 유형3(종)은 다른 학령보다 상대적으로
종교 활동이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령
별 공동체의식 평균 차이의 양상을 보면 성별의 차이가 공동체의식에 차이를 나타
내는 것은 학령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은 성별의 차이가 없이 공동
체의식이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고등학교
1학년은 여자와 대학교 1학년은 남자 청소년에게서 유형마다 공동체의식 평균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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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분석 결과와 평가

본 연구는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네 가지 유형들이 청소년의
학령시기에 따라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과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7차년도 자료(2016)
를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의 청소년들을 연구대상으
로 하였으며,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를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이 참여한 유형은 학령시기와 성별에 따라 비율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학령시기마다 참여한 종교와 문화 활동 유형이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통계 분석을 하였으며 학령마다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
를 요약하고 평가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유형의 비율은 청소년의 학령시기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표 1> 참조). 학령시기별 종교와 문화 활동의 참여
현황은 문화 활동만 참여한 유형2(문)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종교
와 문화 활동을 함께 참여한 유형4(종+문)이었으며, 종교 활동만 참여한 유형3(종)
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도 동일한 비율 분포를 보였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유형2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유형4와 유형3(종)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형2(문)에 대해 학령
별 비율 분포를 보면, 중학교 1학년 남자 56.8%, 여자 61.5% ⇨ 고등학교 남자
60.9%, 여자 65.6% ⇨ 대학교 1학년 남자 70.9%, 여자 75.4%를 나타냈다. 유형4(종+
문)의 비율 분포는, 중학교 1학년 남자 25.5%, 여자 24.8% ⇨ 고등학교 남자 20.5%,
여자 21.3% ⇨ 대학교 1학년 남자 13.4%, 여자 18.1%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년의 학령으로 갈수록 문화 활동 참여 비율이 높아지고 종교
활동 참여 비율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교 시기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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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성은 일반적으로 가정의 종교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가정 밖의 또래와 공유되
는 종교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38) 그러나 고등학교 시기 청소년의 종교성은 지금
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종교가 과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흔들리게 되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학령으로 갈수록 종교적 지식이나
믿음에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기성 종교에 대해 실망하기도
한다. 또한 대학교 학령은 연령층 가운데 가장 종교성이 낮아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도 가장 낮은 시기라고 보고되었다.39) 본 연구에서도 종교 활동의 비율은 저학
년에서 고학년이 될수록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존 문헌들이 보고한 것과 같았다.
청소년기의 문화 활동에 대해서도 다른 시기보다 문화 활동을 많이 참여하는 시기
로 보고되었는데,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문화 활동을 통해 과도한 입시경쟁 스트레
스를 해소하고 갈등을 극복하며 생활에 활력을 찾기 위한 긍정적인 역할로 참여하
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는 팬덤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
년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40)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문화 활동 비율이
증가하여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둘째, 종교와 문화 활동의 참여 유무에 따른 유형들은 청소년의 학령 시기와 성별
에 따라 자아정체성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3, 4>, <그림 3, 4> 참조).
청소년의 학령 시기 가운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은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
에 따라 자아정체성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대학교 1학년은 자아정체
성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표 3>). 유형에 따른 자아정체성 평균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고등학교와 대학교 1학년에서 유형1(무)이 낮았고 유형4(종+문)가
높게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3>). 반면 중학교 1학년의 자아정체성 평균은
다른 학령 시기와 다르게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와 대학교 1학년에서 유형3(종)은
유형4(종+문)의 자아정체성 평균보다 크거나 유사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은 유형3
38)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304-305.
39)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305-306.
40) 김다희,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또래관계의 질, 팬덤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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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아정체성 평균값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중학교 1학년 0.232, 고등학교 1학년
0.434, 대학교 1학년 0.400). 이것은 유형3의 청소년들이 종교 활동을 참여하는데
고등학교와 대학교 1학년은 종교 활동 참여가 자아정체성에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지
만, 중학교 1학년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종교 활동이 자아정체성에 긍정적인 관계
가 아님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학령 시기에 따라 참여하는 문화 활동은
유형2(문)와 유형4(종+문)에서 자아정체성의 평균이 학령별로 0.423과 0.528, 0.360
과 0.468, 0.338과 0.374로 나타나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유형1(학령별 자아정체성:
0.336, 0.171, 0.205)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아정체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종교 활동만 하는 경우 고등학교와 대학교 청소년의 자아정체
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지만 중학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관계가 아니었고, 문화
활동만 하는 경우 모든 학령에서 자아정체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을 함께 하는 청소년들에게서 종교와 문화의 상호보완적인
특성으로 자아정체성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학령 시기에 따라 성별로 구분하여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 유형
과 자아정체성의 관계를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서
유형별 자아정체성에 평균 차이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반면 대학교
1학년에게서는 성별 구분이 유의적인 결과는 아니었다. 학령 시기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였을 경우 자아정체성은 대부분 유형4(종+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등
학교와 대학교 1학년 여자 청소년에서는 유형3(종)이 높았다. 또한 학령 시기별로
문화 활동만 하는 유형2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이 여자보다 높았고(남자:
0.449, 0.400, 0.401, 여자: 0.389, 0.320, 0.280), 종교 활동만 하는 유형3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여자: 0.376, 0.485, 0.543, 남자:
0.123, 0.394, 0.344).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종교 활동만 하는 유형의 자아정체
성은 남자와 여자 모두 다른 학령보다 낮게 평가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령의 청소년들은 종교 활동만 하는 유형의 자아정체성이 비슷
한 추세를 보였지만 중학교 시기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중학교 1학년이 아직
아동기의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여 종교 활동이 자아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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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으로 전환되는 시기
이므로 자아정체성의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학교 학령의 청소년들에게 종교
활동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아정체성 확립으로 영향
을 줄 수 있는 종교 활동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 분석 결과는, 청소년의 학령 시기에 참여한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이 ‘나는 누구이며,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
는데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석된다.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한 기존 문헌들은
청소년이 스스로 모호한 존재로 주변인이라는 인식이 해소되지 않아 정체성의 위기
를 겪는 시기이나, 종교와 문화 활동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형성해 간다
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보인 것이다.41) 특히 매우 감정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즉흥적 성향이 강한 청소년 시기에 자신을 성찰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게 하는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은 학업과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며 건강한 인성
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경험되는 문화 활동은
타인에 대한 동일화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 팬덤 문화 활동은 청소년
시기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자신을 팬덤의 대상으로 동일화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도 한다.42)
셋째, 종교와 문화 활동의 참여 유무에 따른 유형들은 청소년의 학령 시기에 따라
서 공동체의식과 관계가 있었지만, 성별의 차이는 공동체의식과 관련이 없었다(<표
3, 5>, <그림 3, 5> 참조). 공동체의식은 청소년의 모든 학령에서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은 유형1(무)에서 유형2(문), 유형3(종)으로 공동체
의식 평균이 증가하였으며 유형4(종+문)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대학교
1학년은 유형3(종)에서 공동체의식이 낮아졌다가 유형4(종+문)에서 다시 증가하였
다(<그림 3> 참조). 이것은 대학교 시기에 참여하는 종교와 문화 활동의 유형이
41)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304-305; 김인설, 정득, 이종석, 문화예술 활동이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정책논총 28/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229-231.
42) 서명석, 양혜진, 팬덤활동과 매체활동이 청소년일탈에 미치는 영향-일탈친구 접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청소년학연구 21/8 (한국청소년학회, 2014), 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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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학령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형3의
종교 활동을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에는 공동체의식이 유형
2(문)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대학교 시기에 종교 활동은 오히려 공동체의식이 유형2
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 시기의 공동체의식은 중학교와 고등
학교 시기보다 모든 유형에서 공동체의식 평균이 낮았다. 각 학령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였을 때, 남자 청소년의 경우 공동체의식 평균이 참여하는 유형별로 중학교가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순으로 낮아졌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유형3(종)에
서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높았고 모든 유형에서 대학교 1학년의 공동체의식은 낮
은 결과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청소년 학령시기의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 참여는 개인의 자아 형성과 정서적 기반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의 기반을 제공해 준다.43)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학령 시기마다 종교와 문화 활동 참여가 아무런 활동
을 하지 않는 유형1의 청소년보다 공동체의식 평균이 높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공동체의식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대학교 시기의 청소년에게서 공동체의식은 남녀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것
은 대학교의 학령이 지금까지 입시에 의해 제한받았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개인적 성향이 강해지고 자유분방한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시기
는 취미, 오락, 교양, 지성을 위한 개인 활동이 가장 활발하여 종교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참여하더라도 공동체의식이 다른 학령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 청
소년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낮은 공동체의식을 보인 또 다른 이유는 대학이 청소년들
에게 공동체의식과 관련된 시민의식이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여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보다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취업시켰는지 취업률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44) 공동체의식은 집합적인 측면의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던 과거사회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관계와 유대,
43) 김인설, 정득, 이종석, 문화예술 활동이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 , 241-245.
44) 임광명, 대학생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농촌지도와 개발 23/2 (한국농촌
지도학회, 2016), 15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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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등으로 전환되면서 정서적, 심리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동체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학교공동체이다.45)
학교를 통해 청소년들은 정보와 지식에 대한 함양으로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
형성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며,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는 각 개인을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대학은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상호영향력, 정서적 친밀감, 소속감과 같
은 하위 구성요인들이 잘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식생산 공동체이다.46) 뿐만
아니라 대학은 지식 함양이라는 역할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써 새로
운 사회공동체를 향하는 출발 거점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기도 하
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시스템으로 성장해 온 청소년들은 여전히 입시위
주의 교육과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자
아의식과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 사회는 어떤 공동체인가?’라는 공동체식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학교는 청소년들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학업성취도에만 몰입을 하고 있으며47), 대학들은 얼마
나 많은 학생들을 사회공동체에 취업을 시켰는지가 좋은 대학의 평가 기준이 되어
버린 실정이다.48) 이와 같은 우리나라 학교공동체에서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 청소
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공동체의식을 나타낸 것은 다름 아닌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성공으로 여겨지는 대학 문화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5) Harold J. Burbach, “An empirical study of powerlessness among high school students,”
High School Journal 55 (Amsterdam: Elsevier, 1972), 343-354.
46) David W. McMillan and David M. Chavis,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New Jersey: Wiley, 1986), 6-23.
47) Bernadette Sánchez, Yarí Colón, and Patricia Esparza, “The role of sense of school
belonging and gender in the academic adjustment of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6) (Berlin: Springer, 2005), 619-628.
48) 박가나,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 청소년학연구 16/10 (한국청소
년학회, 2009), 2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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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청소년의 학령 시기에 따라 참여하는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은 자아정체성과 공
동체의식에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된다. 종교 활동은 자아
성찰로 인해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도록 촉진하
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49) 종교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은 객관적으로 자신
을 보게 하고, 자아를 확대하여 공동체를 인식하게 한다.50) 그리고 문화 활동은 청
소년의 예민하고 즉흥적이며 감상적인 정서를 순화시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공동체의식을 형성해 가
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의 논의들을 청소년
의 학령 시기와 성별에 따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의 참여 유무에 따른 유형별로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과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 차별성을 두고 있다. 즉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이 청소년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특정한 학령 시기만을
살펴보거나, 종교와 문화를 개별적인 요인으로 분석하였거나, 성별의 차이를 면밀
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모든 청소년 학령시기를 함께 분석
하고 아울러 성별의 차이까지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보완
하고 있다. 특히 종교와 문화는 개별적인 독립변수로만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공
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은 2차 성장으로 신체가 급변하지만 여전히 아동의 심리를 갖고 있는 불균
49) Meredith B. McGuire, Religion: The Social Context, 25-30.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209-216.
50) 이성혜, 청소년의 종교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연구 : 개신교를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67-71; 정진홍, 청소년 연구의 동향과 과제-종교문화와 청소년문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92), 197-199; 채행진, 초등학교 종교교육의 가능성 탐색 (창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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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인해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게 된다. 또한 청소년은 과중한 학업과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 학교생활 부적응이 생기기도 하고, 원활하지 못한 교사관계나 또
래애착이 형성되지 못함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갖기도 한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학교생활은 청소년에게 학교 부적응과 부정적인 정서를 가져 오게 하
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회문화적 대안으로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이 청소년에게 건강한 개인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안
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청소년의 성별과 학령 시기마다 종교와 문화 활동을 참여하
는 유형에 따라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학령 시기별로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의 특징을 확인하였고
기존 문헌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 청소년에 대한 종교와 문화의 이해의
폭을 넓혀 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종교와 문화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인데 참가 유무라는
단일차원으로 측정하였고 분석했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의 평균을 분석함에 있어 학령 시기와 성별만 고려한 점이다.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가정환경의 부모관계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특성, 교사와 친구의 사회적지지 등과 같은 변수들을 차후로 함께 연구하면 지
금보다 더 넓은 이해의 폭으로 청소년 시기의 종교와 문화의 특성을 확인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종교활동, 문화활동, 청소년, 자아정체성, 공동체의식, 분산분석
논문투고일: 2018년 11월 9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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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Impacts of Adolescents'
Religious and Cultural Activities in Shaping
Self-Identity and Community Sense in Korea

․Kang, Minjeong(Hallym Univ.)
Kim, Eunsoo(Hallym Univ.)․Lee, Jongseok(Hallym Univ.)

Jung, Deuk(Hallym Univ.)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sed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religious and cultural activities and their shaping self-identity
and community sense, using data available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in 2016,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samples are 1,981 number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first year,
1,787 number of high school student in the first year, and 1,689 number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freshman year. Concerning research methods,
four types of participation are classified based on both adolescents' stage
of school and their participating in either religious or cultural activities;
and the ANOVA(analysis of variance) was conducted to find out whether
those participation types are affecting adolescents' shaping self-identity and
community sense. Findings of this research show that the types of participation
in religious and cultural activities in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is significantly affecting adolescents' shaping self-identity;
whereas not in the case with the first grade of university. Gender difference
does not change the result. A significant affect in shaping community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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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also found in all the stage of school according to religious and cultural
participation types. In sum,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both religious
and cultural activities are found to have strong self-identity and community
sens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religious and cultural activities can
positively work for those adolescents' shaping self-identity and community
sense, who get through problems in school lives and negative emotions.

Key Words: religious activities, cultural activities, adolescents, self-identity,
community sense, ANOVA

